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숲처럼 함께하고
큰 빛으로 밝히는

태광그룹

태광은
큰 숲입니다
씨앗 하나,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는 열매를 맺어 씨앗을 뿌리고
다시 그 씨앗들이 자라 나무가 될 때
비로소 ‘큰 숲’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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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투신한
도전정신!
큰 숲의 시작이 되다
씨앗은 도전입니다.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 듯,
도전은 거대한 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1950년 태광산업을 창업하고
국내 굴지의 그룹으로 성장시킨
일주 이임용 회장(1921~1996).
그가 심은 단단한 도전의 씨앗은
훗날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혁신을 통한
무한한 성장의 역사!
높은 비전을 향해 자라나다
태광의 역사는 혁신을 통한 성장의 역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학섬유, 방적사, 직물까지 생산하는
종합섬유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도
진출해 국내 최초로 섬유·석유화학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상업생산을
시작하는 등 첨단소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케이블채널,
예술영화 전용극장, 알뜰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에
이르는 종합금융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태광은 앞으로도 바른 기업정신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며 우리 사회를 밝히는
큰 빛이 되겠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희망!
사랑으로 여물다
태광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숲의 열매는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기업 이념으로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문화를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기업!
태광의 ‘나눔 경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틀을 닦다 1950~1969
1950 태광산업 창립
1961 태광산업 주식회사 법인 설립
1963 가야공장(소모방) 설립
1967 국내 최초 아크릴섬유 생산

날개를 펴다 1970~1996
1973 흥국생명 인수
1975 태광산업 본사 서울 이전, 대한화섬 인수, 폴리에스테르 생산
1977 반여공장(면방) 설립, 일주.세화학원(세화여중.여고) 설립
1978 태광전자 출범(천일사 인수)
1979 국내 최초 스판덱스 생산
1986 세화고 설립
1988 흥국생명 보유계약 10조원 돌파
1990 일주학술문화재단 설립
1993 태광중앙연구소 설립(대덕연구단지)
1995 섬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 완성(울산공장)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는 이야기
태광은 섬유.석유화학, 금융과
미디어, 인프라.레저를 아우르는
‘큰 숲’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는 숲과 함께 자라야 한다.”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라는
숲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큰 기업’이 되겠습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다 1997~
1997 티브로드 창립, 방송사업 진출(한국 CATV 안양방송 설립)
2000 신문로 사옥 신축, 티캐스트 창립(PP사업 진출)
2003 한빛방송 인수(국내 최대 MSO로 성장)
2006	티브로드 CI 선포 및 디지털방송 상용화,
흥국화재, 흥국증권, 예가람저축은행 인수
2008 흥국금융가족 통합 CI 발표, 티캐스트 설립
2009	세화예술문화재단 설립,
티캐스트 채널 ‘스크린’ ‘패션앤’ 채널뷰’ 론칭
2010 여성영화 전문 채널 ‘씨네프’ 론칭
2011 ‘드라마큐브’ 론칭, ‘챔프’ 합작 법인 ‘챔프비전’ 설립
2012 국내 최초 탄소섬유 상업생산
2013 사회공헌 선포식, 쇼핑엔티 방송채널 오픈
2014 티브로드 세계 최초 UHD(초고화질) 방송 상용화
2015 흥국생명 총 자산 20조원 달성
2016	태광산업 ‘10억불수출탑’ 수상. 흥국생명 온라인보험 오픈
씨네프 제 1회 무비페스티벌 개최
2018 티알엔(구 한국도서보급), 쇼핑엔티 합병

태광은
큰 빛입니다
태광은 큰 빛이라는 이름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해왔습니다.
1950년 창립 이래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섬유·석유화학, 금융,
미디어, 인프라·레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사업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The Global Innovator’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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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예술문화재단

예가람저축은행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키겠다.”

섬유·석유화학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국내 최초’로 스판덱스·폴리에스터 생산, 섬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 완성, 탄소섬유 상업생산 등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소재기업입니다.

태광산업
창립 : 1950년 10월 25일
주요 생산 제품 : 섬유(아크릴, 나일론, 스판덱스, 방적사, LMF, 트리코트 원단, 폴리에스터 직물)
슈퍼섬유(복합재료, 아라미드)
석유화학(고순도테레프탈산(PTA), 과산화수소, 프로필렌, 아크릴로니트릴(AN),
청화소다(NaCN), 아세토니트릴, 황산암모늄(유안비료))
대표 브랜드 : A
 CEPORA(스판덱스,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방적사 통합브랜드)
ACETEX(폴리에스터 직물, 트리코트 원단 통합 브랜드)
주요 성과 : 제53회 무역의 날 ‘10억불 수출탑’ 수상(2016), 국내 최초 탄소섬유 상업생산(2012),
국내 최초 스판덱스 생산(1979)

대한화섬
창립 : 1963년 10월 22일
주요 생산 제품 :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태광화섬(상숙) 유한공사
창립 : 2003년 12월 12일
주요 생산 제품 : 스판덱스, 경편직물

“보험은 사람들의 안정되고 복된 생활을 위한 것이다.”

금융
흥국금융가족은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반세기를 이끌고 있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를 중심으로
보험에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에 이르는 종합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흥국생명

흥국증권

창립 : 1958년 5월 20일

창립 : 2000년 11월 7일

주요 성과 :
4.5% (2017.12 / 2018.12 / 2019.12 최근 3년 기준)

주요 성과 : 2009년 이후 연속 흑자경영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고객 대상 특화
금융투자서비스 제공

NICE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 AA (2019년 5월)

흥국자산운용

총 자산 증가율 최근 3년 평균, CAGR

창립 : 1999년 8월 23일
주요 성과 : 2000년 이후 연속 흑자경영
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 및
대형 금융기관 자금 위탁운용

흥국화재
창립 : 1948년 3월 15일
주요 성과 :
총 자산 증가율 최근 3년 평균, CAGR
5.9% (2019년 12월)

7.4% (2019년 12월)

고려저축은행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 A+ (2020년 4월)

창립 : 1971년 5월 15일
주요 성과 : 19년간 연속 흑자경영

2017년 KSQI 콜센터부문 우수기업(한국능률협회선정)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A-(2019년 7월)
안정적인 BIS비율 15.45%(2019년 6월)

예가람저축은행
창립 : 2005년 5월 4일
주요 성과 : 2006년 인수 이후 연속 흑자경영
업계 최고 수준의 BIS비율(18.49%, 2018년 6월 기준)

“앞서가는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미디어
티캐스트는 태광그룹 미디어 콘텐츠 사업분야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지난 2000년 10월 E채널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자체제작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10개
채널을 운영해오며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영화관 대표브랜드
씨네큐브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영역에서 입지를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티캐스트
창립 : 2008년 9월 1일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챔프
FOXlife

씨네큐브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여성 라이프 스타일
애니메이션
글로벌 음식&여행

스크린
채널 뷰
씨네프
FOX채널
FX

2개관 운영(1관 : 290석, 2관 : 71석) / 국내 최고의 예술영화관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알뜰폰 서비스 제공
더 가벼운 통신세상 ‘tplus’, 국제전화 ‘00777’운영

영화
논픽션
여성영화
글로벌드라마
글로벌 남성

“노력한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프라·레저
태광그룹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T, 레저, 유통 등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tsis
IT사업 : IT사업 및 금융, 방송/통신, 제조, 공공, 교육 등 IT Total System을 제공
CS사업 : 금융, 미디어 및 홈쇼핑 컨택센터 고객상담 서비스 제공
부동산사업 : 부동산 개발 기획, 개발·PM 등 자산관리 종합 서비스 제공
건설 사업 :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시설물관리 등 건설 서비스 제공
레저사업 : V
 VIP를 위한 프리미엄 골프 클럽 휘슬링락C.C., 수도권 최고의 접근성을 갖춘 골프 클럽 태광C.C.  
식음 사업 : 단체급식, 외식사업 등 식음 서비스 제공   

티알엔
2018년 티알엔(Total Retail Network)으로 법인 출범
데이터 홈쇼핑(쇼핑엔티) 사업(m.shoppingntmall.com): K
 T olleh TV 33번, SK B 25번, Tbroad 22번 등 송출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겠습니다
기업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듭니다.

교육·장학

문화·예술

사회공헌

미래인재양성

문화 예술의 대중화

그룹홈 토탈케어

세화예술문화재단
세화미술관

교육, 심리, 정서,
환경개선, 자립

일주학술문화재단
일주·세화학원

베풂을 아는
따뜻한 인재양성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일주 이임용 회장(1921~1996)의 유지를 기억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것을 베풀라 하신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의 뜻.
그 뜻 위에서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숲과 함께 자라는 나무가 되어,
우수한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주는 장학·학술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주세화학원은 1978년 세화여고, 세화여중 및 1987년 세화고를 설립하여
질 높은 교육을 향한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낌없는 후원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사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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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학술문화재단

W

W
1

지원사업실적 (2019년
기준)
2
3

설립 1990년 자산 741억 원

인재육성
해외박사장학생, 국내학사장학생
희망나눔
그룹홈 아동 성장멘토링 ‘일주랑 1cm’
그룹홈 ‘따뜻한 빛 예술교실’
교육복지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다문화이중언어 도서보급사업

W

국내장학금 155억 원
해외장학금 238억 원

주요사업

W

장학금
W

W

학술·문화사업

393억 원
총 1,647명

W

학술사업 및
교육복지사업 47억 원
문화예술사업 57억 원

104억 원

학술사업
일주수학학교

W

W

함께 나누고 즐기는
문화예술
세화예술문화재단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위한,
문화예술의 다채로운 발전을 위한 특화된 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유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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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예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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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실적 (2019년 기준)
설립 2009년 자산 1,096억 원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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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미술전시
W
근현대미술 기획전
국내외 작가 지원전 및 교류전
예술지원
W
W
기획전시 참여작가
창작지원
국보급 한국서예법첩 발간사업
예원학교 정기연주회 후원
문화공간
세화미술관
뮤지엄샵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

90억 원

문화예술공간 운영

203억 원

총 293억 원

W

W

W

W

사회공헌
태광그룹은 ‘숲의 열매는 나누어야 한다’는 나눔철학을 실천합니다.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그룹홈 토탈케어 사업
교육
미디어 직업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경제교실 운영
합창단 교육 및 콘서트 후원
심리&정서
독서·동작·드라마 매체 심리치료 지원
임직원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교실 운영
종사자 소진 예방 문화 체험 지원
자립
자립 준비교육 지원
자립 준비금 후원

이웃사랑 나눔활동
경력단절여성 및 미혼모 지원
독거노인 안부 묻는 전화 운영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지원
시각장애아동 대상 촉각책 제작 지원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어린이 안전우산 제작 지원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 진행
임직원 가족 봉사단 운영
임직원 나눔 기금 운영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아동 도시락 지원

그룹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
일반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7인 이하 아동 보호시설입니다.
태광그룹은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다채로운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숲과
함께 자라는 나무
숲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숲과 함께 자랍니다.
나무는 숲이 있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은 열매를 나눔으로써 숲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숲과 함께 자라는 나무, 태광이 닮고 싶은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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