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HTING STRUCTURE
TAEHUN LIGHTING TOWER DIVISION



TAEHUN 태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다.

태헌은

1986년 회사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조명타워를 생산해온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최다 생산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대가치로 삼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여, 

진정한“큰 밝음”을 제공하는 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DEX

조명타워

실적자료





제 품 설 명

작업자가 쉽게 오르내리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스텝볼트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스텝볼트

적용높이 : 18m이하

설치장소 : 소형 운동장,골프장,스키장,           

           도로/항만,기타 체육시설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스텝볼트 조명타워 THP1-101





제 품 설 명

작업자가 안전하고 쉽게 오르내리도록 

안전망 사다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안전보호망

적용높이 : 20m이상

설치장소 : 중·대형 운동장,골프장,스키장,

            도로/항만,기타 체육시설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안전보호망 조명타워 THP1-201





제 품 설 명

작업자가 쉽게 오르내리도록 동력을 이용한

리프트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리프트식

적용높이 : 30m이상 

설치장소 : 대형 운동장, 기타 체육시설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리프트 조명타워 THP1-301





제 품 설 명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여 접철되는 폴으로 

작업자가 쉽게 유지관리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접철식

적용높이 : 15~25m

설치장소 : 도로/항만/휴게소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접철식 조명타워 THP1-401





제 품 설 명

상부 구조물이 승하강 되는 폴으로 

작업자가 쉽게 유지관리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승하강식

적용높이 : 15m~

설치장소 : 공항/톨게이트/휴게소/항만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승하강식 조명타워 THP1-501





제 품 설 명

작업자가 쉽게 오르내리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유지관리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4본주

적용높이 : 20~35m

설치장소 : 항만/부두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4본주 조명타워 THP1-601



실적자료

시흥 소망공원 야구장

제주 사라봉 축구장



제주 조천 운동장 축구장 

양주 백석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실적자료

제주 공천포 운동장 전지훈련장

대한 장애인 체육회 이천 훈련원



수원 kt wiz 파크 야구장 

기장 꿈의 야구장



실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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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9

2006.  10

2006.  12

2007.  01

2007.  03

2007.  05

2007.  06

2007.  07

2007.  08

2007.  10

(주)태헌 설립

암사선사유적지 빗살무늬 토기형

경남 마산역 승하강식

전북 고창 공설운동장

경기 구리축구장

강원 강촌 스키장

제주 서귀포 월드컵 보조경기장

경남 마산 테니스장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

부산 아시안 게임 테니스장

경남 마산 공설운동장

충북 시그너스 CC 골프장

대구 CC 골프장

중국 천진 LG전자 공장

경기 양주 고덕운동장

중국 연태 LG전자 공장

경기 안성 내혜홀 광장

강원 동해휴게소/영업소

전북 전주 샹그릴라 CC 골프장

중국 진황도 LG전자 공장

경기 성남 하키장

경남 밀양 공설운동장

경기 성남 비행장

신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조형물

중국 태주 LG전자 공장

경남 창원 LG전자 제 1공장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경남 거제 운동장

경기 김포 시사이드 CC 골프장

서울대 관악사 운동장

제주 표선 체육공원 테니스장

경기 의정부 테니스장

경기 안성 운동장

경북 경주 골프장

경북 김천 운동장

르노삼성자동차 인조잔디 축구장

인천 승기 수질환경사업소

경기 하남 운동장

경기 김포 스카이72 골프장

경기 평택 보조구장

경기 안성 골프장

경기 양주 청소년수련원

경기 평택 종합경기장

대구 성서 이곡 운동장

제주 서귀포 축구공원

경기 광주 장지 I.C

청원 - 상주간 고속도로

충북 증평 운동장

경기 동두천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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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010.  03

2010.  04

2010.  05

2010.  08

2010.  09

경기 김포 테니스장

경기 합정 종합운동장

충북 보은 체육공원

강원 동해 묵호항

경북 안동 골프장

경기 용인 프라자 골프장

경기 시흥 옥구공원

제주 표선 운동장

인천 동구 구민 운동장

강원 고성 운동장

제주 서귀포 테니스장

경기 안산 원시/성호 운동장

제주 사라봉 축구장

전남 목포 하키 경기장

인천 남항 부두

전남 장흥 축구장

경기 동두천 소요산 축구장

경기 연천 공설 운동장

경기 곤지암 스키장

전남 영광 스포티움 종합운동장

경기 수원 환경사업소 골프장 

경북 경산 생활 체육공원

충북 제천 종합운동장

서울 반포 종합운동장

경기 가평 운동장

제주 연정구장

인천 부천 복사골 테니스장

전남 목포 FC 축구센터

경기 하남 만남의 광장

안성 휴게소

강원 동해 운동장

제주 서귀포 체육시설

경기 청계영업소

대전 사정공원

제주 모슬포 축구장

부산 신항만

경북대학교 운동장

강원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 축구장

제주 외도 축구장

제주 전지 훈련장

경기 의정부 경전철

경기 양주 신천 체육공원

강원 횡성 옥스필드 골프장

경남 힐마루 CC

충남 아산 탕정 삼성전자 GWP파크

경기 시흥 희망공원

강원대학교 운동장

인천 갈산 근린공원

전남 여수 CC 

경기 여주 소피아 C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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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기 김포 테니스장

경기 합정 종합운동장

충북 보은 체육공원

강원 동해 묵호항

경북 안동 골프장

경기 용인 프라자 골프장

경기 시흥 옥구공원

제주 표선 운동장

인천 동구 구민 운동장

강원 고성 운동장

제주 서귀포 테니스장

경기 안산 원시/성호 운동장

제주 사라봉 축구장

전남 목포 하키 경기장

인천 남항 부두

전남 장흥 축구장

경기 동두천 소요산 축구장

경기 연천 공설 운동장

경기 곤지암 스키장

전남 영광 스포티움 종합운동장

경기 수원 환경사업소 골프장 

경북 경산 생활 체육공원

충북 제천 종합운동장

서울 반포 종합운동장

경기 가평 운동장

제주 연정구장

인천 부천 복사골 테니스장

전남 목포 FC 축구센터

경기 하남 만남의 광장

안성 휴게소

강원 동해 운동장

제주 서귀포 체육시설

경기 청계영업소

대전 사정공원

제주 모슬포 축구장

부산 신항만

경북대학교 운동장

강원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 축구장

제주 외도 축구장

제주 전지 훈련장

경기 의정부 경전철

경기 양주 신천 체육공원

강원 횡성 옥스필드 골프장

경남 힐마루 CC

충남 아산 탕정 삼성전자 GWP파크

경기 시흥 희망공원

강원대학교 운동장

인천 갈산 근린공원

전남 여수 CC 

경기 여주 소피아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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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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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2015.  03

2015.  04

2015.  06

2015.  07

2015.  09

2015.  11

2015.  12

2016.  04

2016.  08

2016.  09

2016.  10

삼성전자 G-Ground

강원 영월 체육공원

전남 광양 봉강 골프장

학생중앙군사학교(ROTC) 연병장

경북 상주 종합운동장

강원 태백고원 1구장

경남 삼천포 공설운동장

제주 종합운동장

강원 양양 운동장

부산 기장군청 월드컵 빌리지

경기 오산 LG전자

경기 경인 아라뱃길

충남 부여 금강 5공구

강원 양양 자전거경기장

경기 협성대학교 축구장

대구 만촌 자전거 경기장

충남 서산 한화야구단

부산 장안천 야구장

경기 용인 해솔리아 컨트리클럽 골프장

경기 양주 시민운동장

경남 창원 진해해군기지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경북 안동 시민운동장

광주 기아타이거즈 챔피언스필드

경기 시흥 소망야구장

충남 부여 종합운동장

경기 화성 동학산 체육공원

제주 연정 테니스장

경북 울진중학교 운동장

강원 속초 종합운동장

전남 구례 공설운동장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테니스장

경기 수원 성균관대학교 운동장

경기 수원 kt wiz 파크 야구장

전남 광양 축구장

서울 서초 초등학교 운동장

경기 용인 사회인야구장

경남 하동 금성체육공원 축구장

제주 삼양 축구장

제주공항 활주로

하남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전남 목포 신항 석탄부두

나촌 배수지 테니스장

경기 일산 능곡고등학교 운동장

충남 삼성고등학교 운동장

충남 아산 강변 테니스장

제주 조천 운동장

제주 서귀포 강창학 야구장

경남 창녕 영산 풋살장

강원 의암 수력발전소 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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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2018.  07

2018.  08

2018.  09

2018.  10

2018.  11

2018.  12

2019.  01

2019.  02

2019.  03

경기 성남 종합운동장

경기 이천 훈련원

충남 부여 구드레 축구장

전북 완주 모악축구장

경기 기흥 삼성 DSR Project

경기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

경기 화성 장안남산체육공원

제주 신화 역사공원 R지구 리조트

평택 미군부대 군산 주기장

충북 롯데주류 충주 2공장

경남 창녕 스포츠파크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경북 청도 운문댐 야구장

충남 천안 풋살장

충북 단양 생태체육공원

경북 문경 모전근린공원 테니스장

충북 증평군 보강천 축구전용구장

경북 경주 축구공원

경남 창원 터널

경기 부천체육관 인라인트랙

경기 용인 신봉체육공원 족구장

경기 양주 장흥 테니스장

경남 거제 하청 스포츠파크

충북 충주 환경사업소 테니스장

인천여객터미널 2단계

충북 충주 주덕 테니스장

충남 당진 삽교호 야구장

창녕 오리정 축구장

하동 양보면 풋살장

제주 공천포 종합운동장

부천 원미 레포츠공원

창원 광려천 산책로

부천 역곡천변 체육공원

딥동항 어선 간이수리소

경남중학교 운동장

한강본부 체육시설

보라초 다목적체육관

문경읍 테니스장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

이동 서리 다목적체육시설

거창 일반산업단지 체육시설

옥정중앙공원 농구장

고내체육공원 전기공사

무주 제일공원 테니스장

두왕 테니스장

하청 스포츠타운

창녕 공설운동장

동부권(반월) 체육시설

안양2동 안일초등학교

오정레포츠센터 야외생활체육시설



내부 사다리 조명타워

암사동 선사주거지 상징타워 승하강식 상징타워

주문제작 조명타워 THP1-701

조명 상부 구조물 



(주) 태헌
영업 및 연구소 : (07731)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여의도백화점 B/D 1026호

공장본사 : (18576)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TAEHUN CO.,LTD
Sales & Design : #1026, YOUIDO DEPT.B/D 33, Gukjegeumyung-ro 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Factory : 355-14, Noha-gil, Pal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02)769-1220~3
FAX: 02)780-8222

TEL: 031)354-5901~3
FAX: 031)354-5900

TEL: 82-2-769-1220~3
FAX: 82-2-780-8222

TEL: 82-31-354-5901~3
FAX: 82-31-354-5900



www.taeh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