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자 공적사항

 -‘14년 AS9100 인증

 -‘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

 -‘16년 현대차 SQ마크(Mold부분) 취득

 -‘16년 이천만불 수출의 탑 및 대통령표창 수상

 -‘16년 신용보증기금 스타기업 선정

 -‘17년 TAESUNG U.S.A 법인 설립

 - 김해상의 8대~13대 의원기업으로 상의발전에 기여
㈜태성정밀

고창빈 대표이사

제24회 김해상공대상 수상자 공적사항

□ CEO 부문(4명)

 ○ 대상 : 1명

 ○ 우수상 : 3명

부문 수상자 공적사항

경영

 -‘17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장 수상

         (산업혁신운동 사업)

 -‘17년 QSS 우수기업 인증패 수상

 -‘19년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선정

 -‘22년 강소기업 선정㈜신성사
박준승 대표이사

기술

 -‘20년 벤처기업 인증

 -‘21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2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2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엠씨티

최병선 대표이사



부문 수상자 공적사항

기술

 - 신규기술 개발로 제품품질 강화 및 

   매출이익 창출에 기여 

 - 안전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인증비용 절감 기여
㈜휴롬

김향곤 차장

 - 국제안전기준에 맞춘 품질 개선으로 제품 

   성능 고도화 실현

 - 친환경 자재 개발을 통해 기업의 ESG경영 

   실천에 기여
㈜벽산인슈로
이원기 차장

 -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신뢰도

   확보 및 생산성 향상 기여

 - 체계적인 사내 공정 검사 시스템 관리로 

   제품 불량률 감소 및 양산 품질 확보 기여
㈜파워텍코리아

허경 팀장

부문 수상자 공적사항

수출

 -‘13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17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수출유망과제 수행

 -‘17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 꾸준한 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해외매출 

   증가로 국가산업발전에 공헌함화인케미칼㈜
김덕진 전무이사

□ 근로자 부문(8명)

 ○ 장인상 : 기술부문 4명, 수출부문 4명



부문 수상자 공적사항

기술

 - 친환경성 재사용 제품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수익성 개선

 - 신규공장 기기 세팅 및 기술 전수를 위한 

   해외근무 자원으로 생산 안정화 도움
㈜이에스디코리아
김종호 대리

수출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영업능력 보유로 

   해외시장 개척에 다수 기여 

 -‘22년 인도네시아 수출, 싱가포르 수출 건 

   수주로 전년도 대비 수출 증가 기여
한국밸브㈜
이선영 상무

 - 대표제품 유럽 수출판로 최초 개척 등 

   해외신규시장 개척 공헌

 - 카타르, 터키, 멕시코 등 제품 계약 수주 

   성사를 통한 수출실적 증대 기여
㈜디에스피
김지훈 이사

 - 적극적인 주력제품 홍보로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동남아, 유럽 등 꾸준한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물량 증대에 기여

㈜온일
진대근 부장

 - 생산자동화 시스템 공정 마스터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배분으로 제품 품질 강화 기여

 - 주력제품 생산라인 총괄 관리를 통한 

   수출실적 달성 기여
고모텍㈜

노승숙 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