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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밝음’이라는 의미의 태헌은 1986년 창립하여 80년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시작으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 남양주 별내지구 가로등을 

비롯해 이 땅의 도로 및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대부터 스포츠 조명에 집중 투자하여 국내 최대 실적, 최고의 스포츠조명 

전문 업체로 자리 매김하였고 반포 대교, 한강 르네상스 여의도 난지, 이천 지구, 

여수 엑스포 등 국내 굴지의 경관 조명 사업에도 참여하여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차세대 플라즈마광원을 채택한 첨단 조명시

설의 국책 사업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서울 공공 디자인 수상 7회, LH 가로등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수상을 비롯한 특허 4건, 디자인 특허 70여건을 등록하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어떠한 기술적 요구나 디자인 Needs에도 즉각 대응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헌은 이러한 기술력과 현장대응력을 가지고 일본, 중동 등 외국으로 수출하기에 

이르렀고 평택 미군 기지, 신설 된 기아 타이거즈 챔피언스 필드구장에 참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께 더욱 ‘큰 밝음’을 선사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  립  자 / 회  장   고    한    곤

인사말



(주) 태헌 

(KS, ISO 9001, ISO 14001,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영업 및 서울사무소 : (02)769-1220~3

본사 및 공장 : (031)354-5901~3

영업 및 서울사무소 : (02)780-8222

본사 및 공장 : (031)354-5900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B/D 1026호                

                 (우:150-749)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우:445-909)

 

www.taehun.co.kr

taehun@hanmail.net 

taehun.webha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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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방열판
- 온도상승 저하

3단 잠금장치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손쉬운 개폐
- 적층된 박판의 결합방법

완벽한 모듈고정
- 모듈 삽입으로 완벽고정
- IP66 방진방수 우수
- 모듈이 낙하하지 않는
  안전한구조

LED 모듈
- 25W 표준 모듈 사용

케이블 그랜드
- 방수형 커넥터
- 특수가공

터미널 블럭
- 간편한 배선 접속
- 볼트가 분리되지 않음

* 배광곡선 및 조명율 곡선

알루미늄 재질로 방열성 우수

외관이 수려하고 곡선처리로 먼지 부착이 적음

방진방수 성능이 우수(IP66)하여 물세척 가능

분체도장 적용으로 등기구의 내식성 개선

반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

LED모듈 150W~350W 적용가능

LED 터널등기구 세부사항

일체형 경첩
- 바디, 커버와 일체형
- 내구성 우수, 조립간편

특수 실리콘 패킹
- 완벽한 방진방수
- 부식방지 접착

일체형 경첩

케이블 그랜드

LED 모듈

터미널 블럭

완벽한 모듈고정

LED 방열판

3단 잠금장치

특수 실리콘 패킹

LED 터널등기구 



터미널 블럭
- 간편한 배선 접속
- 볼트가 분리되지 않음

3단 잠금장치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손쉬운 개폐
- 적층된 박판의 결합방법

완벽한 유리고정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충격에 강하고 내부식성 
  우수

* 배광곡선 및 조명율 곡선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레스 재질 적용

외관이 수려하고 곡선처리로 먼지 부착이 적음

방진방수 성능이 우수(IP66)하여 물세척 가능

고순도 알루미늄 엠보반사판 눈부심 방지

나트륨 및 세라믹메탈 적용가능 (E-39 BASE)

방전램프 70W~400W 적용가능

STS 고압 터널등기구 세부사항

분리형 경첩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원활한 유지보수
- 무타공법 방수효과 우수

고휘도 방전 램프
- 고압나트륨 및 세라믹      
  메탈 교체가능
- 100W~400W 램프 사용

고조도 반사갓
- 고순도 알루미늄 시트
- 확산을 위함 엠보싱 가공
  처리

특수 실리콘 패킹
- 완벽한 방진방습
- 부식방지 접착

케이블 그랜드
- 방수형 커넥터
- 특수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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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유리고정

고조도 반사갓

3단 잠금장치

특수 실리콘 패킹
분리형 경첩

케이블 그랜드
고압 나트륨 램프

터미널 블럭

STS 고압 터널등기구



STS 형광 터널등기구

특수 실리콘 스펀지
- 방수성능 우수
- 부식방지 접착

완벽한 유리고정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충격에 강하고 내부식성 
  우수

터미널 블럭
- 간편한 배선 접속
- 회로구분 조도조절 가능
  (주,야 회로구분)

분리형 경첩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원활한 유지보수
- 무타공법 방수효과 우수

3단 잠금장치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손쉬운 개폐
- 적층된 박판의 결합방법

케이블 그랜드
- 방수형 커넥터
- 특수가공

3파장 형광램프
- 광원색:주광색 (W타입)
- G13BASE LED 램프 호환

고조도 반사갓
- 고순도 알루미늄 시트
- 터널에 적합한 배광구현
  (2,3,4차로)

2차로 벽부형 2차로 천정형 3차로 확폭 4차로 확폭

TOX JOINNING SYSTEM스팟용접

부분상세도



터미널 블럭
- 간편한 배선 접속
- 볼트가 분리되지 않음

PVC 코팅랫치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PVC 코팅으로 긁힘방지

완벽한 유리고정
- 스테인레스 스틸재질
- 등기구에 직접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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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광곡선 및 조명율 곡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로 방열성 우수

방열성능 우수 안정기 및 램프 보호효과

주요부위가 일체형 조립으로 쉽고 경제적

분체도장 적용으로 등기구의 내식성 개선

나트륨 및 세라믹메탈 적용 가능 (E-39)

방전램프 70W~400W 적용가능

AL 고압 터널등기구 세부사항

일체형 경첩
- 바디, 커버와 일체형
- 내구성 우수, 조립간편

고휘도 방전 램프
- 고압나트륨 및 세라믹      
  메탈 교체가능
- 100W~400W 램프 사용

고조도 반사갓
- 고순도 알루미늄 시트
- 확산을 위함 엠보싱 가공
  처리

실리콘 패킹
- 2번 패킹으로 방진방습
- 내열 실리콘소재 사용

케이블 그랜드
- 방수형 커넥터
- 특수가공

완벽한 유리고정

고조도 반사갓

PVC 코팅랫치

실리콘 패킹 일체형 경첩

케이블 그랜드 고휘도 방전램프

터미널 블럭

AL 고압 터널등기구 



AL 형광 터널등기구

전원용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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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패킹
- 내열 실리콘 재질
- 내측 홈에 고정 이탈방지
- 방수성능 우수

완벽한 유리고정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충격에 강하고 내부식성 
  우수

3파장 형광램프
- 광원색:주광색 (W타입)
- G13BASE LED 램프 호환

일체형 경첩
- 바디, 커버와 일체형
- 내구성 우수, 조립간편

PVC 코팅랫치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 PVC 코팅으로 긁힘방지

케이블 그랜드
- 방수형 커넥터
- 특수가공

터미널 블럭
- 간편한 배선 접속
- 회로구분 조도조절 가능
  (주,야 회로구분)

고조도 반사갓
- 고순도 알루미늄 시트
- 터널에 적합한 배광구현
  (2,3,4차로)

2차로 벽부형 2차로 천정형 3차로 확폭 4차로 확폭



터널용 광원 소개

품 명 고압나트륨 형광램프(3파장) LED램프세라믹메탈램프

사 진

규 격

광 속

광효율

수 명

연색성

용처(터널)

특 징

70~400W 32W 25W70~400W

9,000[lm] 3,100[lm] 14,000[lm] 2,400[lm]

90 97 85 100

12,000[hrs] 9,000[hrs] 18,000[hrs] 50,000[hrs]

25 85 85 75

기본,입구 기본 기본,입구 기본,입구

가장 기본적인 광원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

황색광으로 연색성이 낮음

매연 투과율 우수

가장 보편적인 광원

순간점등 및 재점등 가능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

광원의 부피가 큼

광원의 수명이 짧음

백색광원으로 연색성이 우수

기존제품과 호환

나트륨과 메탈의 장점

나트륨에 비해 고가

매연투과율 낮음

고효율 제품으로 경제적

도로공사 표준 LED 모듈사용

반 영구적인 수명

전기 에너지 절감 효과

친환경 LED 제품

고효율 제품으로 경제적

터널광원 비교표





www.taeh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