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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그룹은 공존, 공영, 공익 세 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탑-티어 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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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태경그룹은 1975년 설립되어 반세기 가까이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던 

기초소재를 국산화하고 세계화 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화학, 제지, 화장품 등 모든 국내의 기간산업의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초소재를 개발, 제공해왔고 

전세계 최고의 기초소재회사와 당당히 경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태경은 기초소재 최고의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 및 주주 여러분 격려해주시고 신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경그룹의 
이해관계자 여러분,

태경그룹 회장

김  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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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및 CI 소개

더불어 함께 살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룹

태경그룹은 정직하고 건실한 가치 창조의 장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삶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룹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회봉사와 함께 공익을 실천하는 태경그룹의 

투명한 경영 방침은 함께 나누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의 의미가 

내포된 태경그룹의 공존・공영・공익의 경영이념은 태경그룹 임직원의 건전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경그룹의 심벌은 이전 송원그룹 심벌의 형태적 유사성과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공존・공영・공익의 경영이념이 융합되어 태경그룹 그 자체가 된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존・공영・공익의 경영이념을 혁신・소통・사회적 책임의 의미로 확장하여 

태경그룹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확고하게 규정했습니다. 심볼을 구성하는 TAEKYUNG ORANGE는 

혁신을, TAEKYUNG BLUE는 소통을, TAEKYUNG GRAY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태경그룹은 세계 속의 한국을 드러낼 수 있는 글로벌 그룹으로 발전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룹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共存   공존 共營   공영 公益   공익

Live Together Innovate Together Shar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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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경영이념 SLOGAN태경이 이룬 성장의 바탕에는 각 상황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태경 경영이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미래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소재로 세상을 바꾸다
The Innovative Material for the World

가치 창조
정직하고 건강한 

가치 창조

공동 번영
더불어 함께 살며 
공동 번영 실현

공익 실천
사회공헌과 
공익 실천

L IVE TOGETHER

INNOVATE TOGETHER

SHARE TOGETHER

소통 COMMUNICATION
진정한 소통이 상호 간의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혁신 INNOVATION

기술의 혁신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 ITY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의 책임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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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VISION2020 달성을 위한 변화와 혁신

㈜태경비케이 : 장항공장 준공
태경케미컬㈜ : 여수2공장 준공

2010

태경산업㈜ : 온산공장 준공
㈜남영전구 : 김포공장 증축

2011

㈜태경비케이 : 화암광산 광업권 인수
태경산업㈜ : 군산·함평·홍천강휴게소 영업개시	

2012

㈜태경비케이 : 방림광산 광업권 인수
회장 김해련 취임

2014

태경에코㈜ : 양주공장 준공
태경에스비씨㈜ 인수[구 에스비씨㈜]	

2015

태경그린가스㈜ 설립
㈜남영전구 : 청송휴게소 영업개시
태경F&G㈜ : 동강휴게소 영업개시	

2016

무한경쟁시대, 지속적인 도전과 변화

태경산업㈜ : ㈜한국화이마테크 합병2000

태경유통㈜ 설립[현 ㈜태경비케이]2001

태경물산㈜ 설립[현 ㈜남영전구]2002

태경케미컬㈜ 기업 공개2003

태경가스기술㈜ 인수[구 동신에너텍㈜]
태경산업㈜ : 예미공장 합금철 제조설비 준공
태경케미컬㈜ : 여수공장 준공(환경사업부문)
㈜태경비케이 : 태경유통㈜ 흡수합병

2005

㈜남영전구 : 태경물산㈜ 흡수합병2008

2000년대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도약

㈜태경코엠 인수2020

태경케미컬㈜ : 태경그린가스㈜ 합병2020

새로운 비전 선포2021

사업 영역 확충 및 도약 발판 마련

㈜한국화이마테크 설립 
[현 태경산업㈜]

1990

㈜태경비케이 기업 공개1991

 ㈜강서방송 설립1994

태경산업㈜ 기업 공개
태경F&G㈜ 인수[구 남우화학㈜]

1996

태경케미컬㈜ 
[구 태경화학(주)] 인수

1997

송원, 작은 발걸음의 시작

8월 한국전열화학공업㈜ [현 태경산업㈜] 설립 
카바이드 제조 사업 개시

1975

국내 최초 제강정련제 개발 공급 시작
(포항제철) 

1975

기반 준비 및 구축

㈜태경비케이 [구 ㈜백광소재] 설립1980

태경에코㈜ [구 경인에코화학㈜] 설립1981

㈜남영전구 설립
송원김영환 장학재단 설립

1983

중앙연구소[구 종합연구소] 설립1985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생활/문화 사업군

무기화학 사업군

산업용 가스 사업군

바이오머티리얼 사업군

Business Portfol io 

무기화학 사업군

태경산업 철강소재 사업부문

태경산업 중질탄산칼슘 사업부문

태경비케이 석회자원소재 사업부문

태경비케이 연료 사업부문

태경비케이 경질탄산칼슘 사업부문

태경에코 환경 사업부문

태경에스비씨 산화아연/아연말 사업부문

삼호 산화아연 사업부문

산업용가스 사업군
태경케미컬 가스 사업부문

태경가스기술 산업용가스/기화기 사업부문

태경에코 가스 사업부문

바이오머티리얼 사업군
태경에스비씨 화장품 원료 사업부문

태경코엠 화장품 원료 사업부문

생활/문화 사업군
남영전구 조명 사업부문

태경산업/태경비케이/남영전구/태경에프앤지

고속도로 휴게사업부문

부속 기관
중앙연구소

송원 김영환 장학재단

1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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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창업한 태경산업 주식회사는 태경그룹의 모태기업으로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6년 1월 기업을 공개한 상장회사입니다. 중질탄산칼슘, 철강소재 등 각종의 산업용 기초소재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제조사업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태경산업 주식회사 
Taekyung Ind. Co., Ltd.

사업장	 예미공장, 포항공장, 괴산공장, 온산공장, 광양공장, 문막(강릉)휴게소, 군산(서울/목포)휴게소, 함평천지(목포)휴게소, 홍천강휴게소

01

02

03

철강소재 사업부문
Basic Materials for Steelmaking Division

중질탄산칼슘 사업부문
Ground Calcuim Carbonate Division

고속도로 휴게사업부문
Highway Service Division



철강소재 사업부문은 슬라브, 빌렛 등 철강 반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Mn계 합금철을 생산하여 국내 유수의 철강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에 기여하며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문입니다. 1976년 POSCO 포항제철소 가동 시점부터 동 제철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제강정련용 제품을 개발해 전담 공급하였으며, 고로사(POSCO,현대제철) 및 전기로 제강사들의 제강조업용 필수 부원료(성분첨가제, 탈산, 
탈황제)를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철강소재 사업부문
Basic Materials for Steelmaking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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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망간 HCFeMn : Ferromanganese

제품 스펙
Mn : 73% Min, C:7.3% Max, Si:1.2% Max, 
P:0.3% Max, S:0.02% Max
Size : 10-50mm, 3-10mm

제품 용도
(특성)

페로망간은 망간광석, 밀스케일, 규석, 코크스를 혼합해 전기로 
용해 후 건조 및 파쇄 과정을 통해 생산합니다. 열연강판, 후판 등 
판재류 생산 시 용강의 탈산·탈황, 물리적 성질의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금철 제품으로, 국내 고로사 및 제강사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주요 고객사

고로사 : POSCO, 현대제철
전기로 제강사 :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외

실리콘망간 SiMn : Silicomanganese

제품 스펙
Mn : 70% Min, Si:15% Min, C:2.5% Max, 
P:0.3% Max, S:0.03% Max
Size : 10-50mm, 3-10mm

제품 용도
(특성)

실리콘망간은 망간광석, 밀스케일, 규석, 코크스를 혼합해 전기로 
용해 후 건조 및 파쇄 과정을 통해 생산합니다. 형강, 봉강 등 
건설소재 생산 시 용강의 탈산·탈황 및 Mn, Si성분의 첨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고로사 및 제강사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주요 고객사

고로사 : POSCO, 현대제철
전기로 제강사 :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한국특강 외

주요 생산제품 주요 생산제품



1990년부터 액상타입의 중질탄산칼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 수요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질탄산칼슘은 석회석 원광을 고효율 
분쇄기로 다양한 제지 수요처의 요구에 맞추어 마이크로 단위의 다양한 입도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제품은 다양한 입도분포, 
고백색도의 안정된 품질과 함께 보수성이 좋은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제지사는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종이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펄프 사용을 감소시키고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충진용 중탄슬러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불모지였던 라이너지사(골판지 제조사)에도 충진용 제품을 납품하여 고지(폐지) 대체와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저비용 고효율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시장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질탄산칼슘 사업부문
Ground Calcium Carbonate Division

상품명 제품용도(특성)

TK-45F60 / TK-50F60
종이의 강도를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필러의 특징으로 백판지, 신문용지, 
골판지 등의 Filler용으로 적합한 고품위 GCC 제품입니다.

TK-65F60 / TK-75F60 고 백색도, 저마모성의 특징으로 원지 및 백상지 등의 Filler용으로 적합한 고품위 GCC 제품입니다.

OTM-55C
고 백색도, 저마모성, 우수한 고전단 점도 유동성, 높은 보수성을 특징으로 
ART/MATT COATED PAPER, 백판지 PRE COATING용에 적합한 고품위 GCC 안료입니다.

TK-60C75
고 백색도, 저마모성, 우수한 고전단 점도 유동성, 높은 보수성을 특징으로 페인트 안료 및 ART/MATT COATED PAPER, 백판지 
PRE COATING용에 적합한 고품위 GCC 안료입니다.

TK-90C78
고 백색도, 저마모성, 우수한 고전단 점도 유동성, 높은 보수성을 특징으로 MFC (교과서 & 참고서 용지)코팅용에 적합한 고품위 
GCC 안료입니다.

TK-95C77
고 백색도, 저마모성, 우수한 고전단 점도 유동성, 높은 보수성을 특징으로 
ART/MATT COATED PAPER, 백판지 TOP COATING용에 적합한 고품위 GCC 안료입니다.

TK-98P77
고 백색도, 저마모성, 우수한 고전단 점도 유동성, 높은 보수성을 특징으로 
ART COATED PAPER, 백판지 TOP COATEING용에 적합한 고품위 GCC 안료입니다.

Talc-0545 /Talc-1050 Filler용 제품으로 산성 초지에서 사용 가능하며 불투명도 개선 효과가 우수합니다.

Talc-0265 코팅용 제품으로 원지 커버리지 효과가 우수하여 인쇄적성 구현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주요 생산제품

제품 주요 고객사
무림피앤피, 무림페이퍼, 깨끗한나라, 한국제지, 한창제지, 
전주페이퍼, 홍원제지, 한솔제지, 삼화제지, 대한제지, 국일제지, 
KCC, 노루페인트, 조광페인트 등

1 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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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
영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문막

군산

함평

동강

서산
천안

청송

주요 사업장
문막(강릉)휴게소, 군산(서울/목포)휴게소/주유소,

함평천지(목포)휴게소/주유소, 홍천강휴게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휴게소 민영화 입찰에서 영동고속도로 문막(강릉)휴게소 운영권을 획득하여 1995년부터 시작된 사업부문으로 
판매시설보다는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영에 힘쓴 결과 2000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군산(서울,목포), 함평천지(목포), 홍천강휴게소의 운영권을 획득하여 대형 휴게소 
운영업체로 성장,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사업부문
Highway Servic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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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비케이는 석회석을 기반으로 제철, 제강, 환경 등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석회산업 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석회 소성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태경비케이로,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Taekyung BK. Co., Ltd.

사업장	 단양공장, 단양2공장, 장항공장, 서산(서울/목포)휴게소, 울산공장

01

02

03

04

석회자원소재 사업부문
Lime Products Division

연료 사업부문
Fuel Materials Division

경질탄산칼슘 사업부문
PCC(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Division

고속도로 휴게사업부문
Highway Service Division



석회자원소재 사업부문

광산산업  Mining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한 영천광산과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화암광산에서 채광기술의 현대화, 기계화를 실현하여 연간 144만t의 
석회석 정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단양의 백광광산, 영천광산 및 강원도 정선의 화암광산, 예미의 삼육광산, 평창의 

방림광산 등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회사업  Lime

국내 최대의 부존자원인 석회석을 가공하여 생석회, 소석회, 수산화칼슘, 경질탄산칼슘 등 각종 석회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중요한 기초소재 산업이며, 장치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670만t의 생석회(가공품 포함) 
생산능력을 보유한 단양 1,2 공장에서는 베켄바하로, A.L.C로, 회전로 등 다양한 소성로를 보유하고 제강용, 화학용, 공업용, 건축용 
등 다양한 종류의 석회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 업계 최초 1999년 K.S 규격획득, 2002년 ISO 9001 품질관리 인증 
취득 등 월등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질탄산칼슘, 고활성 수산화칼슘, 토질개량 과립 생석회, 생석회, 비산방지 소석회, 유기질 
석회비료 등 특수용도의 고기능성 제품의 비중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Lime Products Division

비료사업  Fertilizer

우리나라의 토양의 산성도는 작물생육에 최적치인 pH6.5보다 많이 낮아 전국평균 pH5.7~5.8인 산성토양으로 매년 
석회질비료에 의한 토양개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환경오염에 의한 산성비 등의 영향으로 토양의 산성화는 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양분공급용) 생태계 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석회질비료를 국토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로 1957년부터 일반 농가에 국가 보조 예산으로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에서 지속적인 농약사용으로 
발생하는 잔류농약의 양을 줄이고, 작물에서 발생하는 화상병, 기타 병해(살균) 방제용으로 친환경 자재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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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자원소재 사업부문
Lime Product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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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분류 제품명 제품 스펙 제품 용도(특성) 제품 주요 고객사 

소석회  
Ca(OH)2, Calcium 
Hydroxide

공업용 소석회   
CaO 70%, 68%, 
200Mesh, 100Mesh

폐수처리용, 
피혁용으로 사용됩니다.

영풍석포, LS니꼬, 
포스코 등

수처리용 소석회  
 CaO 70%, 
100Mesh

정수장 수돗물 
정화용으로 사용됩니다.

대교통상

식품첨가용 소석회  
CaO 72%, 
200Mesh

제당, 젤라틴원료로 사용됩니다.
삼양사, 
대한제당

고반응소석회  
CaO 70%, 
325Mesh, 200Mesh

소각가스처리용, 대기오염 
방지용으로 사용됩니다.

에스엔, 
태경에코

고순도 수산화칼슘  
CaO 72%, 
325Mesh

소각가스처리용, 대기오염
방지용으로 사용됩니다.

선구, 라이온켐텍, 
우진산업, 다석실리카

입상 수산화칼슘  CaO 72%
가스제거제용으로 
사용됩니다.

립멘, 
티피지

제품분류 제품명 제품 스펙 제품 용도(특성) 제품 주요 고객사 

석회석  
Lime Stone

소성용 석회석  
CaCO3 53%, 
22~45mm, 
45~80mm

생석회용 석회석 
원료로 사용됩니다.

태영이엠씨, 
정선라임, 
포스코

중탄  
CaCO3 54%, 
25~80mm, 
80~200mm

GCC용 석회석 
원료로 사용됩니다.

렉셈, 
오미아코리아, 
태창케미칼

생석회
CaO, 
Calcium 
Oxide

제강용 생석회  
CaO 85%, 
90%, 93%, 95%

탈황, 탈인제용으로 사용됩니다.

고로사 : POSCO, 현대제철
전기로 제강사 :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외

화학용 생석회  CaO 90%, 95%
제품 주원료 사용됩니다.
(카바이드 제외)

유니온 청주공장

경소백운석  CaO + MgO 85% 탈황, 탈인제용으로 사용됩니다.
현대제철, 
KCC 김천공장

비료  
Fertilizer

보르도 
CaO 95%, 
황산동 99%

광범위 예방용 
살균제용으로 사용됩니다.

비료대리점

성형과립    알카리분 80% 토양개량제용으로 사용됩니다. 비료대리점

주요 생산제품



석탄 대비 높은 열량, 낮은 회분을 가진 석유코크스 연료를 유리·제지·식품·에너지 업계 등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은 황(S) 
함량으로 구분하여 저유황(S 0.5~2%)부터 중유황(S 4~5%), 고유황(S 6.5% 이상)까지 다양한 규격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 'OXBOW' 의 대한민국 Exclusive Agentship 을 보유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황산 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고객사별 상이한 
니즈를 반영하고 Customizing 연료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국내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시장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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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스펙 제품 용도(특성)

1
고유황 석유코크스  
High sulfur petroleum cokes

황함량(sulfur) 6.5% 이상
고유황 석유코크스는 원탄 또는 코크스분을 건조 및 분쇄하여 
생산한 분쇄품으로 구성되며 주로 석회석 소성연료 및 가탄제 
등의 용도로 석회, 시멘트, 에너지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2
중유황 석유코크스  
Mid sulfur petroleum cokes

황함량(sulfur) 4~5%
중유황 석유코크스는 코크스분을 건조 및 분쇄하여 생산하며 
발전소 및 CFBC(순환유동층보일러*)의 연료로 제지, 식품,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3
저유황 석유코크스  
Low sulfur petroleum cokes

황함량(sulfur) 0.5~2%
저유황 석유코크스는 코크스분을 건조 및 분쇄하여 생산하며 
유리 용해로 등의 연료로 건설(건자재), 비철금속 사업군에 
사용됩니다.

4
가공분탄  
Processed powdered coal

Customizing
유·무연탄, 석유코크스를 고객사 니즈를 반영하여 분쇄, 
혼합공정을 거친 Customizing 제품입니다.

5
합성가탄제  
Synthetic recarburizing agent

 Customizing
철강산업의 원료인 코크스 및 무연탄을 대체하여 
ESG경영환경에 기반하여 개발중인 제품입니다.

주요 생산제품

연료 사업부문
Fuel Material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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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용도(특성) 제품 주요 고객사

1
제지용 PCC  
PCC slurry for papers

제지용 PCC 슬러리는 제지 충진 및 코팅의 용도로 제지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케이씨씨케미칼, 
삼화페인트공업, 
신우화학공업, 
탑프라, 
엘지생활건강, 
한솔제지 등

2
식품첨가물용 PCC  
PCC slurry for food additives

식품첨가물 PCC 파우더는 각종 식품에 
칼슘 성분 보강을 위한 용도로 
식품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3
실란트용 PCC 코팅 파우더  
PCC coating powder for sealants

실란트용 PCC 코팅 파우더는 실란트 충진 용도로 건축,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4
충진용 PCC 파우더  
PCC powder for filling

충진용 PCC 파우더는 주로 고무 충진 
용도로 고무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주요 생산제품

경질탄산칼슘부문은 생석회를 화학적 탄산화 반응방식을 적용하여, 형상 및 입도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요구하는 고기능성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탄 제조업체중 우수한 기술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용도는 제지 충진용, 코팅용, 소광용으로 사용되며, 조선, 
자동차, 고무, 식품첨가물 등의 각종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첨단소재입니다.

경질탄산칼슘 사업부문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PCC) Division



서산(서울, 목포)휴게소, 주유소 및 LPG충전소는 시설의 운영은 물론 건설 시공까지 사업주가 직접 시행한 민자 휴게시설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넓은 부지 면적과 주차공간, 현대적 감각의 건물과 인테리어, 쾌적하고 안락한 각종 편의 시설 인프라에 
더하여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사업부문
Highway Servic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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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홍천강
영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문막
동강

서산
천안

군산

청송

함평

주요 사업장
서산(서울/목포)휴게소/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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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설립되고 2002년 기업을 공개한 태경케미컬 주식회사는 액체탄산가스 및 드라이아이스 등을 

전문 제조하는 국내 탄산가스 업계의 대표 기업입니다. 다수의 원료가스 공급원을 기반으로 한 여수, 대산, 나주의 

3개 제조공장 분산 운영체계를 통하여 품질, 생산능력 및 공급체계 면에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경케미컬 주식회사 
Taekyung Chemical. Co., Ltd.

01 가스 사업부문
Gases Division



가스 사업부문
Gases Division

액화탄산 사업  Liquid Carbon Dioxide

국내 최대의 생산 및 저장능력 보유와 최다의 원료가스 공급원을 확보하고 조선, 용접 등 일반 
공업용을 비롯하여 맥주, 탄산음료 등 식음료용의 고순도 액체탄산가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정용, 농업용, 산성폐수 중화처리, 초임계유체응용, 식품 냉장 냉동 보관, 
폴리카보네이트(PC)등 새로운 용도의 수요처 개발을 통하여 관련시장 영역을 계속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사업  Dry Ice

액체탄산가스를 고압에서 냉각 압축하여 제조하는 드라이아이스는 빙과류 운송용, 식품 택배 운송용 
및 이벤트 효과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손상없이 
오염물질이나 코팅을 제거하는 첨단 세척 공법인 드라이아이스 분사 세척시스템 등 새로운 용도의 
수요 개발을 통하여 시장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산업용가스 사업  Industrial Gas

액체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 제품 공급에 더하여 일반 산업용 가스인 액체에틸렌,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체알곤 , 액체석유가스 등도 함께 취급함으로써 종합가스 메이커로서의 면모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3 6

3 7

제품명 제품 용도(특성) 제품 주요 고객사

1
액화탄산  
Liquid Carbon Dioxide

화학 반응, 용접, 세정, 수처리, 식음료, 의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코카콜라,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원익머트리얼즈 外

2
드라이아이스  
Dry Ice

빙과류 운송, 식품택배 운송, 농작물 성장, 
세척용, 의료용, 이벤트 등으로 사용됩니다.

쿠팡, 마켓컬리, 씨제이대한통운, 한국초저온, 
GS리테일, SSG, 
오아시스, 헬로네이처 外

3
산업용가스  
Industrial Gas

용접, 퍼지 등으로 사용됩니다.
대한조선, 현대스틸, 경보제약, 
건강한 사람들 外

주요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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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설립된 태경가스기술 주식회사는 울산 용연공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소, 질소, 알곤, LPG가스, 탄산가스 등 

각종 산업용 가스 충전 및 기화기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태경가스기술 주식회사
Taekyung Gas Technology. Co., Ltd.

01 산업용가스 / 기화기 사업부문 
Industrial Gas / Vaporizer Division



산업용가스 / 기화기 사업부문 
Industrial Gas / Vaporizer Division

제품 주요 고객사
린데코리아 ,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 에어프로덕츠코리아 , 에어리퀴드솔루션즈코리아 外

4 0

4 1

제품명 작동원리 주요 사용가스 기화능력

1
전열온수식  
Electric Heated Water Bath 
Vaporizer

수조 내부의 전기히터에서 발생되는 
열과 액화가스가 열 교환하여 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L-O2, L-Ar, 
L-N2, L-CO2 등

100 ~10,000Nm3/h 
(저압, 고압기화기), 
주문 제작 가능

2
대기식  
Ambient Vaporizer

알루미늄 핀 튜브 내부의 액체 가스를 
외부의 자연대류를 통해 
열 교환하여 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L-CO2, L-O2, 
L-Ar, L-N2, L-He, LNG 등

10~5,000Nm3/h 
(저압, 고압기화기), 
주문 제작 가능

3
스팀식  
Steam Heated Water Bath 
Vaporizer

수조 내부에 스팀응측수와 
액화가스가 열 교환하여 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L-CO2, L-O2, 
L-Ar, L-N2, LNG 등

100~10,000Nm3/h 
(저압, 고압기화기), 
주문 제작 가능

4
GSU(감압장치)  
Gas Supply Unit

제품 용도(특성) 
저장 탱크에서 공급되는 압력과 사용하는 압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감압 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기화기  Vaporizer산업용가스 Industrial Gas

제품명 분자식 제품명 분자식

산소
Oxygen

O2
질소
Nitrogen

N2

탄산가스
Carbon Dioxide

CO2
헬륨
Helium

He

프로판(LPG)
Propane

C3H8
부탄
Butane

C4H10

알곤
Argon

Ar
수소
Hydrogen

H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에틸렌
Ethylene

C2H4

혼합가스
MixGas

　 특수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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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설립된 태경에코 주식회사는 아세틸렌, 산소, 탄산가스, 질소 등 각종의 산업용 가스와 액상소석회 등 각종 

환경처리제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안산, 화성, 청주 공장에서는 공업용 고순도 아세틸렌 가스를 비롯 각종의 산업용 

가스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안산, 평택, 천안, 화성, 경주, 양주공장에서는 폐가스 및 폐수 처리용 액상소석회 

및 수산화 마그네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경에코 주식회사 
Taekyung Eco. Co., Ltd.

01

02

환경 사업부문
Environment Division

가스 사업부문
Gase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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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용도(특성) 

1
액상소석회 
Liquid calcium hydroxide

반도체, 철강, 화학, 염색공장 등의 폐수 중화 및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공기를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고객사 요구에 맞는 
유해가스 제거용, 반도체 폐수처리용, 수처리용, 피혁용, 
식품첨가용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
탈황용 액상수산화마그네슘 
Liquid magnesium hydroxide 
for desulfurization

화력발전소등의 배연탈황 및 산성폐수 중화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디엔올(메탄올대체제) 
Dienol(Methanol Substitute)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유기탄소원으로써 
우수한 탈질효과로 폐수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디톡스
Detox

유해가스를 흡착시키는 건식흡착제로 폐수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제품

태경에코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초미립 액상소석회는 기존 분말 소석회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으로서 산성폐수 중화, 피혁탈모, 
화학합성 등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가스 제거용 액상소석회는 국내 유수의 소각장에 공급되어 제품의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으며, 전국 공급망을(안산, 천안, 화성, 경주, 양주, 평택 등) 구축, 공급함으로써 사용편리성 제고와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업부문
Environment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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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스펙 제품 용도(특성) 

1
아세틸렌  
ACETYLENE

일반순도 : 98%이상 
고순도 : 99.5%이상

용접 / 용단작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산소  
OXYGEN

일반순도 : 99.6%이상 
초고순도 : 99.995%이상

제철, 제강, 금속정련 등 / 용접, 절단 / 폐수의 처리, 펄프표백 
/ 호흡용 의료기기 및 항공기용 / 반도체 소재의 산화 / 석탄의 
가스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질소  
NITROGEN

일반순도 : 99.6%이상 
초고순도 : 99.999%이상

불활성 분위기 가스 / 각종 금속 열처리의 분위기 가스 / 
화학플랜트, 배관, 탱크 등의 퍼지 가스 / 식품의 급속냉동, 
가공보존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알곤  
ARGON

일반순도 : 99.6%이상 
초고순도 : 99.999%이상

비철금속 용접Shielding Gas / 활성 분위기 가스 / 금속의 
발광분석용 / 특수강 제조 / 철강의 연속주조 / 프리즈마 가스절단 
/ 각종 분석기의 캐리어가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
탄산가스  
CARBON DIOXIDE

일반순도 : 99.6%이상 
초고순도 : 99.99%이상

음료수 제조 / 용접, 탄산소다, 냉동용 / 소방용 소화기 제조 / 
주물제조 / 요소비료합성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
헬륨  
HELIUM

고순도 : 99.999%이상
반도체 제작 / 초전도 자석 / 디스플레이,광섬유 제작 / 초저온 
냉각제 / 분석기기 캐리어가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명 제품 스펙 제품 용도(특성) 

7
수소  
HYDRONGEN

일반순도 : 99.6%이상 
초고순도 : 99.999%이상

화학공정 / 액체연료의 제조 / 금속의 절단과 용접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
드라이아이스  
DRY ICE

부직포, 펠릿
식품의 냉장보관 및 운송 / 방충 및 방제 / 드라이아이스 
분사세척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
고압용기  
HIGH PRESSURE VESSEL

내용적 : 15.7~140L, 
저장압력 : 150~300bar

고압가스를 대기압이상으로 저장/운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
고압밸브  
HIGH PRESSURE VALVE

산소, 질소, 알곤, 
탄산, 수소 외

고압용기의 충전, 사용, 안전 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제품

Gases Division

1981년 설립된 태경에코㈜는 국내최대의 일반·고순도 아세틸렌가스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국내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가스, 의료용가스, 액화석유가스, 드라이아이스, 고압용기, 고압밸브 등 고객사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스품목을 취급하는 종합가스기업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스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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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에스비씨㈜는 1969년 설립된 이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Zinc Oxide (산화 아연), 

Zinc Dust (아연말)를 50년 이상 제조하여 왔습니다. 또한 앞선 기술력을 통하여 2019년 국내 최초로 

Zinika (나노 산화아연), Telika (나노 이산화티타늄)를 개발하여 양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업체로서는 해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특히 KS, ISO(품질, 환경, 에너지) 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고객들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경에스비씨㈜는 2015년 태경그룹에 인수되어 태경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태경에스비씨 주식회사
Taekyung SBC. Co., Ltd. 

사업장	 군산1, 2공장

01

02

산화아연/아연말 사업부문
Zinc Oxide / Zinc Dust Division

화장품 원료 사업부문
Materials for Cosmetic Products Division



5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ZINC OXIDE와 ZINC DUST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ZINC OXIDE는 
고무용 가황 촉진제로, ZINC DUST는 녹 방지 도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닌 베트남에도 생산 기지를 구축, 고품질 제품을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산화아연 / 아연말 사업부문
Zinc Oxide / Zinc Dust Division

5 0

5 1

항목 S-1 KS-1 KS-2

산화아연(%) 99.7 Min 99.5 Min 99.3 Min

수가용분 0.05 Max 0.05 Max 0.1 Max

수분(%) 0.25 Max 0.25 Max 0.25 Max

납(%) 0.005 Max 0.01 Max 0.25 Max

카드뮴(%) 0.002 Max 0.005 Max 0.05 Max

체잔분(%) 0.05 Max 0.05 Max 0.1 Max

제조공법 French

입자종류 Powder, Granular, Pelletized

GRADE S-1 KS-1 KS-2

산화아연(%) 99.8 99.7 99.5

수가용분 0.02 0.02 0.03

수분(%) 0.1 0.1 0.1

납(%) 0.001 0.005 0.08

카드뮴(%) trace trace trace

체잔분(%) 0.01 0.01 0.05

제조공법 French

입자종류 Powder, Granular, Pelletized

제품 스펙 : 제품 규격 

산화 아연  Zinc Oxide

제품 스펙 : 평균 수치

제품 용도
1. 고무제품 제조 시 가황촉진제

2. 전자제품 자계생성 및 전파흡수용

3. 철강표면 피막처리제의 녹 방지

4. 요업제품(시멘트·유리·내화물·카바이드·석회질소·비료)의  

    유약 및 혼합재료

5. PVC제품(폴리염화비닐-플라스틱류) 가공 시 열 안정성 상승

6. 동물 사료용(신진대사 활발)

제품 주요 고객사
한국 타이어&테크놀로지, 금호 타이어, 넥센타이어, Bridgestone, Toyo 

Tires, Sumitomo Rubber Industries, Yokohama Rubber

제품 특성

백색분말(육방정계) 굴절률 : 1.94-2.11 독성 : Non-toxic

분자량 : 81.38 비열(cal/mol/deg) : 9.61(at 25℃)
300℃로 가열하면 황색으로 변화하지만 식히면 원래의 
빛깔로 변화

비중 : 5.47-5.64 융점 : 1,800℃ 높은 자외선 차단 능력

겉비중(g/cc) : 0.3-0.5 흡유량(%) : 10-25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

PH : 6.95-7.37
용해성 : 양쪽성 산화물, Acid와 Alkali에 용해, Water와 
Alcohol에 불용



회색분말(Gray Powder) PH : 6.95-7.37 용해성 : Acid와 Alkali에 용해, Water에 불용

분자량 : 65.38 융점 : 419℃ 공기 중에서 염기성 탄산염의 피막을 생성하여 내부를 보호

비중 : 7.14 비점 : 907℃ 수분과 느리게 반응하여 ZnO와 H2를 발생

겉비중(g/cc) : 2.8-3.2

Grade EMP UMP SMP SP

Total Zinc(%) 99.0 Min 99.0 Min 99.0 Min 99.0 Min

Metallic Zinc(%) 96.0 Min 96.0 Min 96.0 Min 96.0 Min

Zinc Oxide(%) 4.0 Max 4.0 Max 4.0 Max 4.0 Max

Lead(%) 0.2 Max 0.2 Max 0.2 Max 0.2 Max

Cadmium(%) 0.1 Max 0.1 Max 0.1 Max 0.1 Max

Iron(%) 0.05 Max 0.05 Max 0.05 Max 0.05 Max

325Mesh(44um+)(%) 0.02 Max 0.02 Max 0.03 Max 0.5 Max

Mean Partical Size(μm) 2.5-3.5 3.5-4.5 4.5-5.5 6-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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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도
1. 조선 · 컨테이너 등(철구조물) 녹 방지 페인트 제조

2. 금 · 은 · 아연 등 제련 시 불순물인 철, 망간 제거

제품 스펙 : 제품 규격 제품 특성

제품 주요 고객사
삼화 페인트, 노루 페인트, 벽산 페인트, Hempel, PPG, Nippon Paint, CMP, Kansai Paint.

아연말 Zinc Dust

5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ZINC OXIDE와 ZINC DUST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ZINC OXIDE는 
고무용 가황 촉진제로, ZINC DUST는 녹 방지 도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닌 베트남에도 생산 기지를 구축, 고품질 제품을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산화아연 / 아연말 사업부문
Zinc Oxide / Zinc Dust Division



화장품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무기자외선차단제인 TiO2와 ZnO를 생산하며, 사이즈 및 코팅제 별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사업 부문
Materials for Cosmetic Product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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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스펙 제품 용도(특성) 

1 TELIKA_SA
Size : 20*80nm
Coating material: Aluminum 
hydroxide, Stearic acid

Inorganic UV-filter(mainly UVB) for Cosmetics
Good dispersibility in oil
Excellent transparency

2 TELIKA_NC
Size : 20*80nm 
Coating material : 
Non-Coating

Inorganic UV-filter(mainly UVB) for Cosmetics

3 TELIKA_100SA	

Size : 80-100nm
Coating material: 
Aluminum hydroxide, 
Stearic acid

Provide broad protection from UVB, UVA.
ideal base for color cosmetics, sun care, and skin care 
applications

제품명 제품 스펙 제품 용도(특성) 

4 ZINIKA_30AS

Size : 30nm 

Coating material : 

Triethoxycaprylylsilane

Inorganic UV-filter(mainly UVA) for Cosmetics

Good dispersibility in silicone, ester oil

Excellent transparency

5 ZINIKA_30DM

Size : 30nm

Coating material: 

Hydrogen dimethicone

Inorganic UV-filter(mainly UVA) for Cosmetics

Good dispersibility in silicone oil

Excellent transparency

6 ZINIKA_30NC

Size : 30nm

Coating material: 

Non-Coating

Inorganic UV-filter(mainly UVA) for Cosmetics

High anti-bacterial effect

7 ZINIKA_100NC

Size : 100nm

Coating material: 

Non-Coating

Inorganic UV-filter(mainly UVA)

8 ZINIKA_100AS

Size : 100nm

Coating material: 

Triethoxycaprylylsilane

Inorganic UV-filter(mainly UVA) for Cosmetics

Good dispersibility in silicone, ester oil

주요 생산제품 - TiO2 주요 생산제품 - 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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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O는 TAEKYUNG SBC ㈜의 100% 자회사로서 2008년 베트남에 설립된 고품질 산화아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이후 2번의 공장 증설을 통한 아시아 탑 티어 타이어 회사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호 주식회사
Samho.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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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의 화장품 첨가제와 다양한 종류의 정밀 화학 제품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태경코엠입니다. 

특히 탈취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관련 제품들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화장품 화학소재의 

혁신 선구자로서 고품질의 무취 1,2-헥산디올을 개발해왔습니다. 고객들의 니즈파악 및 기대에 부응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태경코엠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태경코엠
Taekyung Coem. Co., Ltd.

01 화장품 원료 사업부문
Materials for Cosmetic Products Division



화장품 원료 사업 부문
Materials for Cosmetic Products Division

제품명 제품 스펙 제품 용도(특성) 

1 COEMDIOL-6

화학명/INCI : 1,2-헥산디올
(1,2-Hexanediol)
CAS No. : 6920-22-5
EINECS No. : 230-029-6
화학식 : C6H14O2
분자량 : 118.17 g/mol

용도 : 전 화장품군(기초·색조 메이크업, 물티슈) 및 생활용품(각종 
클렌징용품, 항균제품 등)에 적용가능

특성 : 
- 차별화된 전용 생산설비와 정제기술을 활용한 
  무색·무취의 제품
- 보습제, 유화제 및 다양한 범위의 항균물질 및 
  우수한 상용성
- 온도 및 pH에 안정성 우수 및 피부 무자극
- EWG 1등급

2 COEMDIOL-11

화학명/INCI : 에칠헥실글리세린 
(Ethylhexylglycerin)
CAS No. : 70445-33-9
EINECS No. : 408-080-2
화학식 : C11H24O3
분자량 : 204.31 g/mol

용도 : 전 화장품군 및 생활용품에 적용가능하며 
주로 물티슈와 보습용품에 사용

특성 : 
- 다기능의 화장품 첨가제로 사용
   (방부 부스터, 피부컨디셔닝, 탈취효과) 
- 안전한 방부력을 위한 추천 조합 : 알코올류 및 
   글라이콜류
   (예: 1,2-헥산디올, 1,2-옥탄디올, 페녹시에탄올 …) 
- EWG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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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제품

화학 구조

O

COEMDIOL-6 COEMDIOL-11

OH

OH OH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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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설립된 남영전구는 산업용, 공업용, 가정용, 자동차용 조명을 생산·판매하는 종합 조명 제조회사입니다. 

고객의 하루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제품이기에 남영전구는 조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품질에 대한 엄격한 

철학으로 고객의 공간을 오랜 시간 편안하고 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영전구
Namyung Lighting. Co., Ltd.

01

02

조명 사업부문
Lighting Division

고속도로 휴게사업부문
Highway Service Division



조명 사업 부문
Lighting Division

편안함을 결정짓는 디테일  Details that determine comfort

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조명의 기본입니다. 남영전구의 조명은 본질에 집중하며 한 끗의 디테일을 더해 그만의 탁월함을 앞세웁니다. 환하지만 
눈부심은 없도록 빛의 퍼짐을 섬세하게 조절하였고 오래 조명을 켜두어도 눈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깜빡임까지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남영전구만의 섬세한 차이는 편안함을 완성합니다.

 
설치의 간결함  Simplicity of installation

조명을 설치할 때부터 편리하도록 남영전구는 간결하고 재미있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높은 천장에 올라가 나사 여럿을 조여야 하는 어려움 대신 남영의 
제품은 등기구를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설치가 완료됩니다. 과정은 간소화되었지만 완벽한 짜임새로 제품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자체 ‘브라켓’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영전구와 함께라면 좋은 조명을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 해결  Quick troubleshooting

오랜 시간 선명한 빛을 유지하는 것은 남영전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국내 조명제조 

업체 중 유일하게 전국적 영업망과 A/S 서비스를 갖추어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명 브랜드 ‘이글아이(EAGLEYE)’ 해외 수출화  Export of automobile lighting brand ‘EAGLEYE’

국내뿐 아니라 해외 운전자도 어두운 밤길 속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남영전구 자동차 전구 브랜드 ‘이글아이(EAGLEYE)’는 
미국,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 등 50여 개국에 수출되어 세계 운전자의 밤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 인증 ‘E1’ 과 미국 ETL로부터 ‘DOT’인증을 취득해 국제 
안전 규격을 갖추었으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 완성차 OEM 공급 및 AC DELCO(GM), 보쉬(BOSCH) 등 전세계 애프터 마켓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혁신적 도전  Innovative challenge

세계 각국 다양한 고객 의견을 들으며 남영전구는 기존 자동차 할로겐 전구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하얀 빛을 내주는 코팅 전구는 수명이 짧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특수 필라멘트를 개발하였고 제논 가스 배합 신기술에도 성공해 자동차 조명의 밝기, 색상 그리고 긴 수명의 장점을 더한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글아이(EAGLEYE)’ 제품은 근본적으로 전조등의 밝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세련된 색상으로 감각적인 멋을 드러냅니다. 슈퍼400, 
화이트갤럭시1500은 ‘이글아이(EAGLEYE)’의 대표 제품으로 미국 최대규모 쇼핑몰인 아마존과 월마트에서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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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에서는 천안호두(부산)주유소 및 LPG충전소, 청송(청주/영덕)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연료를 제공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한 관리와 
청결한 환경 조성으로 고객 만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사업부문
Highway Servic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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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
영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문막
동강

서산
천안

군산

청송

함평

주요 사업장
천안호두(부산)주유소/LPG충전소, 청송(청주/영덕)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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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에프앤지㈜에서 운영하는 동강휴게소,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의 38번 국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경그룹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족함이 없는 쾌적한 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휴게소로 이용 고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태경에프앤지 주식회사
TaeKyung F&G. Co., Ltd

홍천강
영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문막 동강

서산
천안

군산

청송

함평

주요 사업장
동강어라연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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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OVERVIEW

중앙연구소
R&D Center

송원 김영환 장학재단
Songwon Kimyounghwan Scholarship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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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그룹은 2020년에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존 제품 고도화, 제조 공정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신제품 및 신사업에 관련된 중장기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연구소는 연구/교육기관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제조공정 및 특성화 제품의 개발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2V PROJECT (CCU 기술 개발)
간접 탄산화 기술 개발
산업부산물을 원료로 배기가스 중의 CO2를 포집하여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기술 개발
 

탄산칼슘 나노코팅 기술 개발
용도에 따른 물성 확보를 위해 탄산칼슘의 표면 개질 및 나노 코팅 기술 개발
 

탄산칼슘 고분자 복합재 개발
탄산칼슘을 다량 함유한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고품질 환경 처리 제품 개발 (중앙연구소, 환경PG)
고품질 (저점도 · 고성능, 고점도 · 고성능, 고함량 제품)의 환경 처리 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제품 (수산화 돌로마이트, 고성능 대기정화 첨가제) 개발을 통하여 M/S 확보
 

국책 과제 수행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1~'24,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복합소재 제조용 셀룰로스 나노섬유 표면개질 및 전기차용 저팽창 고충격 경량 전장 보호 부품 개발 과제
: 셀룰로스 나노섬유의 표면개질과 유무기질 코팅을 통한 고내열 · 고분산성이 확보된 습윤 친환경 나노섬유 저비용 제조기술 	
개발 (1세부 주관기관)

중앙연구소 역할
Research_중장기 연구 개발

Upgrade_기존 제품 고도화

Control_기술 로드맵 관리

Improve_사업 PG의 제조 공정 개선

Develop_신사업 개발

중앙연구소
R&D Center

연구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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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 김영환 장학재단
Songwon Kimyounghwan Scholarship Foundation

‘송원 김영환 장학재단’은 태경그룹(전 송원그룹) 창업주 故 김영환 회장의 경영철학인 공존, 공영, 공익을 보다 구체화하고, 

참된 사회봉사를 실천한다는 취지 아래,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공익 장학법인으로 1983년 3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대학 및 

대학원생과 고등학생 대상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재단 기금 총액은 148억 6천만 원이며, 장학금으로 

매년 200여 명에게 8억8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18실 규모의 송원 학사를 지방 출신 장학생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 기금

장학내역

고등학생 대상 장학사업

장학생 기숙사(송원 학사)제공

장학총액

1983년 설립자 김영환 회장의 사재 3천만 원과 뜻을 같이하는 	

계열회사의 출연금 1억 원을 바탕으로 설립하였으며, 김영환 회장의 	

지속적인 사재 출연과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장학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021년 현재 총 148억 6천만 원이 누적 확충되었습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장학사업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업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을 매년 일정 인원 학교를 통해 

추천받아 선발하여, 학기당 85명 내외의 학생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을 	

졸업 시까지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내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학기당 15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선발한 장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기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기숙사를 마련하여, 지방 출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주거용 숙소도 무상으로 제공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816명의 장학생에게 총 120억 2천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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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산업(주) 
(주)태경비케이
태경케미컬(주)
(주)남영전구 
태경에프앤지(주)
송원 김영환 장학재단

 
태경가스기술(주)

 
태경에코(주)

 

태경에스비씨(주)

(주)태경코엠

 

중앙연구소 (R&D Center)

본사 위치

TAEKYUNG Address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송원빌딩
영업부전화 02-3661-8011
팩스 02-3661-7057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95번길 17
영업부전화 052-256-0096~7
팩스 052-260-239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7번길 86-6
영업부전화 031-494-5096~8
팩스 031-494-509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258
영업부전화 063-463-3041
팩스 063-463-304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 길 11-11
영업부전화 041-881-8289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 196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1306호
팩스 02-3661-5030

서울

본사

지방사업장

문막
동강

예미
경기

강원
(이천)

홍천강
김포

양주

안산

화성

대산
서산

천안

공주
청주

대전

장항

군산

광주

여수

대구 포항

부산

온산

울산

경주

영천

광양나주

함평

괴산

충주

단양

화암

수원



사업장 위치

태경산업(주) 지방사업장

태경에스비씨(주) 지방사업장

대산공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96-43
전화 041-681-3191~4
팩스 041-681-3195

여수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60
전화 061-685-6238~9
팩스 061-685-6240

나주공장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54
전화 061-333-9064
팩스 061-333-9065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23
전화 052-274-2761~2
팩스 052-271-5105

(주)남영전구 지방사업장

제1공장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76번길 121
전화 031-982-2324~5
팩스 031-982-2358

제2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61
전화 062-956-8560~2
팩스 062-956-8563

천안호두(부산)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성남로 793-40
전화 041-552-6367
팩스 041-552-6368

(주)태경비케이 지방사업장

단양1,2공장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1295-14
전화 043-422-4321
팩스 043-420-1113

단양기술연구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2203-22
전화 043-420-1205

장항공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49
전화 041-956-4323
팩스 041-956-4325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23
전화 055-265-0050
팩스 052-265-0051

서산(서울)휴게소 / 주유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242
전화 041-688-7714~5
팩스 041-688-7716

서산(목포)휴게소 / 주유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241
전화 041-688-7714~5
팩스 041-688-8816

태경에코(주) 지방사업장

천안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전동로 181–17
전화 041-863–5501~2
팩스 041-863-5503

청주공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길 26
전화 043-213–3450
팩스 043-213-1341

경주공장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107–13
전화 054-776–8192 ~ 3
팩스 054-776-8194

화성공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594-35
전화 031-352–3366, 031-353–8619
팩스 031-352-3376

양주공장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03번길 39-52
전화 031-836–5422~3
팩스 031-836-5424

평택공장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64번길 25
전화 031-668-6782
팩스 031-668-6783

태경SBC 부설 연구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1306호

베트남 공장 : SAMHO
Lot A-9E-CN, Bau Bang Industrial Park, Lai Uyen Town, Bau Bang Dist, 
Binh Duong Prov, Vietnam
전화 (84-274)222-0346
팩스 (84-274)222-0348

제1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258(오식도동)
전화 063-463-3041
팩스 063-463-3044

제2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217
전화 070-4322-4092

태경에프앤지(주) 지방사업장

동강어라연휴게소
강원도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 641
전화 033-372-0801

태경케미컬(주) 지방사업장

예미공장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2길 26-17
전화 033-378-5222(~3)
팩스 033-378-5224

포항1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18
전화 054-285-8862
팩스 054-286-0026

포항2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46번길 15
전화 054-286-0027
팩스 054-286-0889

광양공장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3길 7
전화 061-792-2750
팩스 061-792-5682

괴산공장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모래재로원터 1길 61
전화 043-833-2103(~4)
팩스 043-833-2105

온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72-40
전화 052-238-1474(~5)
팩스 052-238-1465

문막(강릉)휴게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234
전화 033-731-8481(~2)
팩스 033-731-8483

군산(서울)휴게소 / 주유소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해안고속도로 148
전화 063-453-2818
팩스 063-453-2856

군산(목포)휴게소 / 주유소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141
전화 063-453-0406
팩스 063-453-0431

함평천지휴게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서해안고속도로 31
전화 061-323-3751
팩스 061-323-3753

홍천강휴게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길 223
전화 033-435-1201
팩스 033-43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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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청주)주유소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203-92
전화 054-872-5911
팩스 054-872-5912

청송(영덕)주유소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203-115
전화 054-872-9102
팩스 054-872-9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