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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과 기반다지기

1987년 7월  청주 신봉동에 태인 설립 

 8월 금성계전에 누전차단기 납품 시작 

1988년 3월 주식회사 등록 

1989년 3~9월 (주)태인 사옥 현위치에 신축해 이전(2층 신축) 

 4월 1회 태인 체육 장학금 수여

1990년 8월  전산화 업무 VAN시스템 도입 

 12월  KS C8321/4613 표시 허가 취득 

1991년 1월  금성사 협력회사 QC 대상 수상

2. 다각화의 첫걸음 메모리사업 진출

1992년 7월  메모리모듈 SMT 도입해 생산 시작(Quad 2라인)

1994년 3월  재무부장관 표창

1995년 1~5월  사옥 1차 증축(3층 증축) 

1996년 2월  SMT 설비 업그레이드 

 11월  LG산전 우수협력회사 현판식

3. IMF 위기와 태인의 극복

1997년 9월 Full Vision SMT라인 설치(Casio 칩마운터를 주축으로 한 1라인)

 12월 ISO 9002 인증 획득(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1998년 3월  국무총리 표창

 11월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

1999년 12월  배선용차단기 BF 타입 생산 시작 

2000년 5~7월  사옥 2차 증축(ㄱ자 연결 증축)

 7월   메모리모듈 고속SMT 2라인 도입하면서 총 3라인으로 확장(로터리타입의 Fuji 칩마운

터 CP643E Casio 이형마운터 YCM-7000V)

2001년 1월  LG산전 QCL 대상 수상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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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사업부의 도약과 라인의 증설

2002년 4월  메모리모듈 작업장 넓혀 라인 레이아웃 개선 

 10월  고속 SMT라인 업그레이드(공유기 Router 2대 도입)

2004년 3월  KSA/ISO 9001 인증 리뉴얼 취득(한국표준협회)

 5월  배선용차단기 ABS 타입 생산 개시 

 7월  가공실 사출기 아웃소싱 

 8월  SMT라인 설비 업그레이드

  (프린트검사기 3 리플로머신 2 X-Ray 검사기 1) 

 9월  BGA 타입 DDR2 생산 개시 

 10월  Sun Tech-Win의 라벨 자동부착기 1대 도입 

   주차장 부지 매입

 10~4월 사옥 3차 증축(ㄱ자 연결 증축 확대) 

2005년 2월   메모리모듈 고속SMT라인 업그레이드(Fuji의 모듈러타입 칩마운터 CP-842ME 갠트

리타입 범용마운터 XP-142E Casio의 이형마운터 YCM-8800VX와 YCM-8800V 

2 DEK의 프린트검사기 Infinity AP) 

2006년 3월  국세청장 표창

  메모리모듈 고속SMT 1라인 증설(모듈러타입 칩마운터 nxt3x6) 

 5월  메모리모듈 고속SMT 1라인 증설(모듈러타입 칩마운터 nxt3x6) 

 10월  경영기획실 설립

2007년 1월  메모리모듈 고속SMT 1라인 증설(모듈러타입 칩마운터 nxt3x6) 

 3월  메모리모듈 고속SMT 2라인 증설(모듈러타입 칩마운터 nxt3x6) 

   SUSOL/ LINE 증설

 7월  BF 선박용 양산및 KR, LR 규격 취득 

5. 희망을 꿈꾸는 태인

2008년 2월 LS산전 BEST 협력사 부문 최우수상 

 4월 ABS/ Fb 반조립 외주화

 6월 고속 SMT라인 보완투자(PRINT×2 / NXTII×12) 

 8월 질소 발생장치(3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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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ERP 시스템 구축 

 10월 ISO14001: 2004 인증 취득  

2009년 4월 UL ACC 인증 취득 

 6월  GRh/ LINE LAY-OUT 변경 

 8월 고속 SMT라인 보완투자(NXTII×12) 

 9월 EBE/ Fb, 52EGR 안전인증 취득 

  Memory Module 전용 검사장비 도입(AVI×2) 

2010년 4월 EGR LINE 증설 

 7월 GRc,d 안전인증 취득(IEC 규격) 

2011년 3월 ACC/ AX, AL 반조립 아웃소싱 

  석탑산업 훈장 수훈 

 4월 NFC특허 1종 취득

 6월 BS, GRh 실드부착기, 자동RIVETTING 설비 증설 

2012년 2월 태양광 개폐기 양산 

 5월 공원부지 매입

 8월 안전인증 취득(주택용: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11월 LS산전 OEM 주력거래선 선정 

2013년 1~12월 혁신추진팀 구성 활동 

 2월 Accessory 통합 생산개시 

 6월 Fb CELL LINE 구성 

 10월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4년 2월 LS산전㈜ 품질혁신 부문 최우수상 수상 

 3월 GRh/ Fb 공정품질 개선 활동 전개 

 4월 CCC 인증 취득(ELB/ MCCB) 

 5월 혁신활동: SUSOL/ TRIP 생산성 활동(1인 CELL LINE 구축) 

 6월 TS16949 자동차 인증 취득 

  NFC특허 1종 취득

 12월 고객품질 5.0PPM 달성(LS산전 협력사 최초 SINGLE PPM 달성: 13년 실적) 

2015년 2월 SUSOL/ ACC NEW TYPE 전환 

  LS산전㈜ BEST 협력사 최우수상 수상 

 3월 혁신활동: WORST 10 활동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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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고속 SMT라인 보완투자(NXTII×2 / NXTIII×8) 

  Off-Line AOI검사기 도입(QX100i×2) 

  Tab Cover System (4Line) 신규투자 

 6월 GR/ KGR/ EGR 과전류시험기 CAPA 증대 

 10월 착한 기업 충북 지역 1호

 12월 고객품질 1.2PPM 달성 

  LS산전 고객 납기율 100% 달성 

2016년 2월 METASOL/ ACC IN TYPE 전환

  LS산전㈜ 품질혁신 부문 최우수상 수상 

 3월 혁신활동: GR 생산성 활동 

 4월 통계적 공정관리(SPC) 시스템 구축

  고속 SMT라인 이형Mount 교체투자(NXTIII×10) 

 7월 SPOT물 사내영입  

 9월 HANDLE류 생산개시

  서울사무소 청담동으로 이전(기존 역삼동)

 10월  FTA 원산지 시스템 구축 

 11월 주택용 차단기 양산 개발 완료  

2017년 3~7월 사옥 4차 증축(ㄱ자 연결 증축 확대) 

 3월 Tab Cover System (2Line) 추가투자 



     

296 PART 3

태인의 회사 마크인 T가 상징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나타내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이니셜이다. T자 안

에 위치한 소문자 i는 정보(Information)를 뜻한다. 이 두 글자의 조합은 (주)태인(Taein)의 영문 이니셜인 동시

에, 과학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며 앞서 나가는 회사의 비전을 보여준다. 

T글씨가 초록색(spot color: DIC 172, process color: CMYK 75.0.90.0)인 점은 젊음과 자연, 조화, 균형, 회복,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초록색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 i 자가 흰색인 이유는 항상 완전함을 추구하

며 기품 있는 이상을 뜻한다. 

T글씨와 빗금으로 2개가 겹쳐져 합이 3개가 되는 것은 종합, 안정, 완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자 평행

선 선들이 나타내는 것은 회사의 각 조직을 뜻한다. 본사의 건물 외관 역시 초록과 흰색으로 이루어졌다. 

이 마크를 바탕으로 태인은 표준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기존 여러 가지 형태로 산재해 있던 글씨체와 문양을 

통일하여 커뮤니케이션 통일성과 이미지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정서체도 정해두고 있다. 

지정서체는 (주)태인의 ci (Corporate Identity) 이미지를 일관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선택된 서체이며 절대적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서식, 문서, 사인류 등에 사용되며 명조체와 궁서체,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주식회사 태인  株式會社 泰仁  TAEIN Co.Ltd.

(글씨체 : 윤명조 120, 크기 : 10pt, 장 : 98, 자간 : -18)

주식회사 태인  株式會社 泰仁  TAEIN Co.Ltd. 

(글씨체 : sm궁서체, 크기 : 10pt, 장 : 98, 자간 : -18)

주식회사 태인  株式會社 泰仁  TAEIN Co.Ltd. 

(글씨체 : 윤고딕 150, 크기 : 10pt, 장 : 95, 자간 : -18)

태인의 상징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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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기념 마크

2017년, (주)태인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마크. 이립을 맞은 태인의 희망찬 미래를 올리브그린 컬러를 

사용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태인 창립30주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기념품, 서식자료에 사용되었다. 

창립 30주년 기념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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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된 태인 창립 30주년의 이야기와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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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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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이 받은 상

감사패
(1989.1.5, 금성계전)

품질관리상 장려상
(1990.1.4, 금성계전)

품질관리상 대상
(1991.1.3, 금성계전)

감사패
(1994.1.6, 금성일렉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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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기업
(1998.11.30, 충청북도) 

ACE 협력업체
(2004.4.29, LG산전)

2005 서경이머징CEO경영상
(2005.6.17, 서울경제신문)  

협력업체 평가장려상
(2006.4.18, LS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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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Best Practice 경진대회 장려상
(2007.11.26, LS산전)

Best Quality Award
(2007.4.25, 하이닉스반도체)

Best 협력회사 부문 최우수상
(2008.1.10, LS산전)

Best 협력회사 부문 장려상
(2011.1.18, LS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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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혁신 부문 최우수상
(2014.1.14, LS산전)

Best 협력회사 부문 최우수상
(2015.1.22, LS산전) 

품질혁신 부문 최우수상
(2016.1.14, LS산전)

감사패
(2016.12.22, 충청북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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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 소사이어티 300호 인증패
(2013.6.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2016.10.25,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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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무사고 1000일 달성
(2008.9.7, 하이닉스)

품질무사고 1500일 달성
(2010.1.19, 하이닉스)

Best Quality Award 품질무사고 2000일 달성
(2011.6.3, 하이닉스반도체)

품질무사고 3000일 달성
 (2014.2.27,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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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제8주년기념
(1995.7.1)

MAXON FREE 200 태인 제품생산 기념
(1992.10.12)

3CHIP(IM×9) MEMORY MODULE 생산 기념
(1992.9.4)

태인의 역대 기념품들

창립 제18주년 기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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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품질무사고 2000일 달성
(2011.6.4)

산업훈장 수상 기념
(2011)

창립 제20주년 기념
(2007)

창립 제30주년 기념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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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통보 발행 380주년을 맞아 

조폐공사와 태인이 함께 만든 메달. 

우수협력사들에게 지급

(2013)

창립 제24주년 기념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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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의 체육장학금 수여식(1990〜2017)

5

1 1994년 3월 2일에 있었던 태인 장학금 수여식. 

충청북도내대학교 모범학생이라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띤다. 

2 1996년 체육장학금 수여식. 

이인정 회장이 양아버지인 손기정옹을 소개하고 있다. 

3 1996년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산악인이자 대한스키연맹 회장을 역임한 백남홍옹. 

4 1997년 체육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는 이인정 회장. 

뒤로 손기정옹을 비롯한 내빈들이 보인다. 

5 1998년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소개되고 있다. 

2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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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 체육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지금이나 그 때나 참석 내빈과 

수상한 학생들의 규모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2004년 체육장학금을 수여하는 김재덕 사장. 

3 2004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인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 뒤에 선 이는 

전 청주대학교 교수이자 대한산악연맹 충북연맹 명예회장인 남기창 회장.

4 2006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산악인 고상돈씨의 미망인 

이희수씨가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5 2007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수상자들이 한 데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

4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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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 2008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남상우 청주시장(당시).

3 2009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4 2009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이인정 회장. 매년 이어져오고 있는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의 화제여서 지역방송국에서 늘 취재를 한다. 

5 2009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우택 충북도지사(당시).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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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이희수씨. 

이씨는 1977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에 오른 

산악인 고상돈씨의 미망인이다. 

2 2010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16대~20대).

3 2011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4 2012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5 2012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수상한 학생들과 포즈를 취한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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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2008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 태인 직원들이 월드스타와 기념촬영을 했다. 

2 2013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감독이 시상을 하고 있다. 

3 2014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세계 8000미터급 16개 고봉 세계 초등자 엄홍길 대장. 

4 2015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5 2015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아랫줄 왼쪽부터 국제산악연맹 집행위원인 배경미씨,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이자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인 임오경씨, 

이인정 회장, 산악인 고상돈씨 미망인 이희수 여사,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현대백화점 양궁단 감독인 이은경씨, 

뒷줄 오른쪽에서 한 사람 건너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인 황영조씨, 한 사람 건너 김재덕 사장,

히말라야 8000미터급 14개봉 무산소 완등자인 산악인 김창호 대장, 

한 사람 건너 이상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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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2 2015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임오경 감독이 시상자로 나섰다.  

3 2016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4 2017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5 2016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이은경 감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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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

3

5 6

태인 우수사원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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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7

9

11

1 2004년 상해 해외연수. 중국 상해의 윤봉길 의사 유적지를 찾았다. 

2 2005년 북경 해외연수. 천안문 광장에 모인 태인 가족들.

3 2008년 금강산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태인 가족들. 

4 2008년 상해 해외연수. 후난성 웨양에 있는 

싼장커우(三江口) 빗돌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5 2008년 상해 해외연수 중. 

각종 드라마와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삼국성을 찾았다. 

6 2008년 상해 해외연수 중 LS산전 무석공장을 찾은 태인 가족들. 

환영의 메시지를 담아 걸어둔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  

7 2009년 상해 해외연수. LS산전 무석공장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8 2015년 일본 홋카이도 해외연수. 유명한 동부호를 찾았다. 

9 2016년 중국 북경 해외연수. 

10 2016년 중국 북경 해외연수. 만리장성을 오르기 전 

현수막을 펼치고 모인 태인 가족들.

11 2016년 중국 북경 해외연수. 거리의 식당에 앉아 중국 맥주로 건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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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의 복장들

전기사업부 하복

전기사업부 춘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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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부 동복

전자사업부 

정전기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제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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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생산량

년도 생산량

~2000 4,709,758

2001 5,022,271

2002 4,905,544

2003 5,111,500

2004 5,491,500

2005 5,494,848

2006 5,112,000

2007 6,344,551

2008 6,052,057

2009 6,522,858

2010 6,764,571

2011 5,762,296

2012 5,473,377

2013 5,667,041

2014 6,063,745

2015 6,258,000

2016 6,609,409

TOTAL 97,365,326

1. 전기사업부 (배선용·누전차단기.Accessory)  

단위: 대

년도 생산량

~2000 27,856

2001 4,522

2002 4,866

2003 5,238

2004 6,256

2005 7,685

2006 8,666

2007 20,218

2008 18,697

2009 14,980

2010 14,774

2011 14,483

2012 10,660

2013 8,597

2014 8,411

2015 9,600

2016 6,571

TOTAL 192,080

2. 전자사업부 (Memory Module)

단위: K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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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의 협력사들

NO 거래처명 대표자명 주소 종목

1 경영컴포넌트 배경식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81 전자부품

2 기화테크 김화숙 충북 청원 오창 구룡리 402-11 전기전자부품

3 대덕철강 박순무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 112-3 냉연.비철금속가공

4 대륙특수인쇄 서병각 청주시 흥덕구 사직1 236-75 인쇄

5 대양절연 김의수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가산리 159 전기.전자부품

6 대양디파인 장순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295-2 볼트,너트및나사제

7 대하엔지니어링 문민연 충북 진천 이월 사곡 195-1 연동연선,자동차부

8 덕정산업 이승석 인천 부평 청천 63-66 전자부품

9 케이원산업 제영준 서울 영등포 양평동 4 193 전기전자부품조립

10 동보포장 박재용 충북 청원 남이 척산 33-1 골판지상자

11 동양스프링 이근용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70-4 스프링

12 동인산전 이세민 청주시 청원 남이 척산 357 전기부품

13 두일전자 김영문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6번길49(송정동) 전기전자

14 다우산업 박인관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249 사출 성형

15 서림테크 석태영 충북 청원 오창 신평 565-1 사출성형,임대

16 성원기전 김명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24 임가공,전자부품

17 성한트랜스텍 박이락 서울 은평 구산 25-63 3.4층 전기.전자부품

18 승화일렉트론 이광훈, 남기량 충북 청원 내수 도원 24 전기.전자부품.무역

19 신광전자 김종수 충북 청원 북이 대율 220 플라스틱성형사출,

20 신일금속공업 신용득 인천시 서구 가좌동 150-64 가정용전열기구부품

21 신화금속 백운영 경기 포천 내촌 소학 32-10 전자부품,피스

22 신흥화학 한장희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05-11 사출원재료

23 시스템엘에스 조휘국 서울 금천 가산 481-10 벽산디지털밸리 2차 1021 반도체.전자부품.무

24 씨앤텍산업 정재호 청주 상당 금천동 115-34 전기.전자제품

25 우성정밀 김낙양 충북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37-17 금형.기계.전자부품

26 원광테크 최원희 청주 상당 사천 436-5 원광빌딩 전자부품

27 진영산업사 황기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752 전기기기

28 코본테크 주태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39-2 전자직접회로.기타자동차부품

29 태성포장 임태이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47-2 인쇄

30 테크솔루우션 이태섭 청주 흥덕 가경 1471-5 특수합금소재.부품

31 삼원정밀 김형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4-9 전기 전자

32 하이엠테크 박문영 인천 서구 가좌 178-311 우림테크노밸리3호 전기전자부품및제품

33 화인텍코리아 윤재기 충북 청원 호죽화산로 142-52 전자제품금형제조

34 대성하이피오토 박경현 경기 시흥 정왕 2188-13 시화공단3바 627호 FIXING

35 원창기업 서미애 충남 연기 전의 관정리  전의지방산업단지 10BL 사출

36 에이피씨 배영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02번지  H동 105호 RIVETING

37 씨에스산업 유병춘 청주 흥덕 송정동 1 도금

38 청주종합상사 최미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329-4 소모품

39 넥스젬 정해성 충북 청원 북이면 내수로 796-50 사출

40 동성다이케스팅 윤길중 경기 화성 정남면 안넘길 121-5 다이케스팅

41 세라산업 이미선 경기 화성 현대기아로 720-21 다이케스팅

42 이진스 김진일 경기 안산 동안 전파로 88(호계동) 신원비젼타워 303,304호 pcb

43 LG화학 ABS 박진수 경기 수원 효원로 400 탑플라자 301호 수지

44 LG화학 EP.E&E 박진수 경기 수원 효원로 400 탑플라자 301호 수지

45 오방 임동규 충남 천안 동남구 성남면 세성로 139-23 수지

46 원일사 심의철 서울 강남 봉은사로 37길 22  원일빌딩 비철

47 한국통산 서일태 경기 시흥 금오로 498(과림동  제1호) 비철

48 이구산업 임은철 경기 안산 단원구 별망로 493 비철

49 씨앤아이전자 류인구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122번길 16-13 동선

50 유창금속 김성중 충북 음성 생극 오생리 227-1 POINT

51 희성금속 권영재 충남 아산 배방읍 광장로 210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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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조직도

경영기획실

전무이사 이상현

총무관리팀

부장 남동희

전산 · 소방

과장 지창구

제조팀

과장 이석범

생산

과장 장용국

생관(납품)

기사 이윤성

생관(출하)

사원 박경태

자산운용

팀장 송휘랑

경영지원

팀장 김종화

인사 · 노무 

주임 지형진 

인사 · 노무 

사원 이현진 

회계관리

사원 서희망

자산운용

팀원
김정원
정하영

자산운용

팀원
명세희
고대영
김다현

영선

경비
권문식
조석원

청소 이영애

회계관리팀

부장 김태범

전기생산

계장 지명환

반장 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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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 04.07>

자재

과장 전지상

외주

과장 장현우

외주

주임 임장혁

입 · 출고 

사원 안치선

설비 · 금형

과장 김응진

생산기술

과장 유우성

생산기술

대리 권두안

생산관리

과장 김재구

생산관리

주임 구현우

생산기술

기사 송영광

구매관리팀

부장 최호림

생산기술팀

부장 최진묵

품질관리팀

부장 서범종

제조관리팀

부장 김기성

품질관리팀

차장 신승은

품질관리

대리 박영규

품질관리

대리 윤무신

품질관리

기사 김명진

인수검사

반장 문한희

출하검사

사원 박수환

SMT · 수리 · 자재

반장
이영훈
김철규

사원 17

품질관리

기사 민웅기

전기사업부

이사(공장장) 이용학

전자사업부

공장장 배상호

사장

김재덕

회장

사원

62명

 GR  BS/GRh  EGR  SUSOL  Bfa  Fb  ACC’Y  SPOT  HANDLE  

  3       12        3       3       4    13      5        8          9     

반장 유윤상

PQC 4

AVI · 검사 18

라벨 · 컷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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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걸 실감합니다. 20년사를 발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

다. 태인이 탄생한지 이제 30년이 된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확립하고 홀로 우뚝 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일을 볼 수 있는 어제라는 말처

럼, 한나라에는 역사(歷史)가 있고 회사에는 사사(社史)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 났을까요. 여러 상황을 겪었습니다만 ‘으뜸기업’, ‘착

한기업’ 선정이 두드러지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지역을 위해 봉사해 온 ‘태인체육장학금’

이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30년 사사에서는 서술 대상 기간이 1987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0년간입니다. 이 작업을 위하

여 2016년 4월 사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미 발간했던 20년사와 차별화를 어떻게 해 나갈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읽히는 책을 만들자는 목표는 편찬위원회 공동의 아젠다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번 30주년 사사는 사람 냄새가 나는 책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른 살을 맞은 태인에 맞

추어 서른 명의 직원을 인터뷰하고 소소한 읽을거리인 서른 가지 전기, 전자 상식을 넣었습니다. 확보한 

각종 자료 및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이 있었고 집필 방향이 결정 되었습니다. 집필은 

20년사를 쓰신 신영철 작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사를 통하여 30년을 맞은 우리 태인을 객관적으로 돌아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서 이인정 회장님과 김재덕 사장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

님의 헌신과, 사원 여러분의 회사 사랑에 미소 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서른 번 생일은 태인 인

(人)들이 헌신과 애사심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태인은 우리 모두 

가족처럼 아끼며 공동으로 30년을 성장시켜 온 회사입니다. 

태인 30년사를 발간하며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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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의 구성원들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상호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새삼 되새겨 봅니다. 중

소기업의 여러 악 조건을 이겨 내고 반듯한 지금의 태인을 만들어 낸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습니

다. 역사를 발굴하여 수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

다. 소중한 자료를 찾아내거나 초고를 감수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기술하면서도 읽히는 사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한 편찬위원회분들과 20

년사에 이어 30년사 간행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사람과 산의 홍석하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태인은 30돌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든 이 사사처럼 우리 태인은 

우리만의 역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전진 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40세 불혹(不惑)을 향하

여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태인 30년사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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