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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우문화사 전순관 대표이사 인쇄문화발전 문화훈장 수훈
- ‘제34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인쇄문화발전 유공자 23명 정부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사)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원종철, 이하 인쇄협회)와 함께 ‘제34회 인쇄문화의 날’을 기념해 9월 14일(수)
오후 2시 호텔피제이(PJ) 카라디움홀(서울 중구)에서 인쇄문화발전 유공자
23명에게 정부포상을 하고, 인쇄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 문화훈장은 국내 최초 친환경 인쇄기술 도입, 기업부설 인쇄
디자인연구소 설립 등 인쇄문화산업의 경영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갑우
문화사 전순관 대표이사가 받는다. ▲ 대통령 표창은 디지털 인쇄판 제작
기술 도입을 통해 인쇄기술 선진화와 경영 현대화를 이루고, 기술인력 양성
등에 앞장선 신한인쇄 여인수 대표가 받는다. ▲ 국무총리 표창은 디지털
인쇄장비를 도입해 인쇄 품질을 향상해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혁신기업 및
‘백년소공인*’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젤기획 이태영 대표가 받는다.
* 백년소공인: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우수 소공인

이 밖에도 36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과
청소년 건전 육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화성애드컴 강혜성 대표 등
20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인쇄문화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인 석보상절*을 찍어낸
1447년 음력 7월 25일(9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1988년에 제정한 날로서
정부는 인쇄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매년 인쇄문화의 날에 정부포상을 시
행하고 있다.
* 석보상절: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석가모니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번역해 한글로 편찬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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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년도 인쇄문화 발전 유공 정부포상자 명단

【문화훈장(1명)】
성 명
소속 / 직위(수공기간)

주요 공적

전순관(1947.07.15.)
갑우문화사 대표이사
(42년 06월)

43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3천만 부 이상의 책자를
인쇄하였으며, 친환경 수성플렉소 인쇄기술을 도입하는 한
편, 기업부설 인쇄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고품질의 유가증
권과 즉석식 복권 등을 생산하였고, 장학금 지원과 인쇄 유
관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쇄 및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1명)】
성 명
소속 / 직위(수공기간)

주요 공적

여인수(1950.11.05.)
신한인쇄 / 대표
(52년 03월)

패키지인쇄물 재단 공정 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자동화기술 개발 및 디지털 방식 인쇄판 제작기술을 도입하
는 등 우리나라 인쇄기술의 선진화 및 경영 현대화를 이루고, 기
술인력 양성과 인쇄물 수출, 고인쇄문화 보존에 앞장서는 등 인
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국무총리표창(1명)】
성 명
소속 / 직위(수공기간)

이태영(1957.07.01.)
젤기획 / 대표
(31년 03월)

주요 공적

스마트 공정 도입을 통한 고품질 인쇄물 시스템 구축 및 경영현
대화를 이루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지식서비스 최우수 기업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증 획득, 해외 시장
마케팅 활동 및 수출진흥, 실습장 제공 및 취업연계 등 기술인력
양성 등 인쇄업계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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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표창(20명)】
순위

1

2

3

4

5

6

7

8

성 명

소속 / 직위

(생년월일)

(수공기간)

강혜성
(1960.01.20)

고경득
(1976.08.15)

주요 공적

화성애드컴 / 대표
(36년 02월)

36년간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쇄인으로 인쇄공
정별 품질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최적화된 인쇄품질로 높
은 생산성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주거환경개선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앞장섬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및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

디자인케이 / 대표
(15년 06월)

15년간 제주 지역에서 인쇄업에 종사하며 지속적인 연
구개발과 최신시설 도입 등 인쇄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주지역의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26년간 인쇄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잉크와 코팅 관련 기
(주)자이텍인터내셔널 자재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인쇄품질의 고급화
권영
/ 대표이사
와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조폐공사와 보
(1970.02.04)
(26년 00월)
안인쇄 협업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쇄품질 향상 및 인쇄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28년간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쇄인으로 고품질
의 인쇄물 제작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기술
(주)아샤르프린팅
권용희
도입을 통해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특히 접수, 기획, 디
/ 대표이사
(1964.10.13)
자인, 출력, 인쇄, 후가공, 제작 및 납품까지 가능한 원
(28년 03월)
스톱 토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36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지류 및 패키지 형태
(주)신영피앤피
를 개발, 제작하는 등 고품질의 패키지 인쇄물 제작을
김양국
/ 대표이사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판로 개척 및 창의적인 상
(1954.09.26)
(36년 00월)
품개발에 진력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
호정씨앤피
37년간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쇄인으로 지속적
김영숙
/ 대표
인 기술개발을 통한 인쇄물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
(1952.05.10)
(37년 08월)
상에 진력하는 한편, 인력양성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에 노력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29년간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인쇄인으로서 지
(주)남양에이피
속적인 연구로 연간 150여종의 고품질 인쇄물을 제작하고
김용선
/ 대표이사
있으며, 특히 친환경 자재를 적극 사용하여 인쇄물을 제작
(1969.08.05)
(29년 02월)
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발전 및 친환경 인쇄환경 조성에
기여.
28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
김주정
한국컷팅 /실장
가치 인쇄물 제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쇄관련 대학
(1968.01.26)
(28년 00월)
교의 겸임교수로 우수한 인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진력
하는 등 인쇄문화산업 발전 및 인력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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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백민호
(1969.09.29)

(주)코리아피앤피
/ 대표이사
(18년 11월)

10

설명성
(1968.02.16)

하나로애드컴 / 이사
(14년 06월)

11

송종희
(1952.03.11)

일성프린팅 / 대표
(49년 00월)

양종만
(1950.01.05)

상일전산폼(주)
/ 부사장
(13년 03월)

12

이남종
(1970.05.21)

투인원 / 대표
(21년 05월)

14

이성표
(1975.07.07)

서진문화인쇄사
/ 총괄이사
(16년 04월)

15

이재일
(1964.10.23)

솔라고PMS(주)
/ 상무이사
(18년 03월)

16

이종근
(1949.02.20)

예광기업사 /대표
(56년 04월)

13

17

이현훈
(1968.02.01)

동아출판(주) / 부장
(29년 06월)

18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인쇄품질 고급화와 기술개발
을 통한 고품질의 인쇄물 제작에 노력하는 한편, 대학교
겸임교수로 전문지식을 강의하여 우수 인쇄인력 양성에
진력하는 등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14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시각 및 편집 디자인을 통한
인쇄물 품질 개선과 고품질 인쇄물 제작에 진력하였으
며, 특히 고품질 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발전에 기여.
49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디지털 인쇄기술 연구와 설
비 구축을 통해 인쇄물 품질을 향상시켜 연간 100여종의
고품질 인쇄물을 생산하는 한편, 창원지역 인쇄문화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 진력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13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지속적인 인쇄기술 개발 및
공정개발에 노력하여 전산폼 인쇄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왔으며, 특히 카드단말기 영수증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
21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작업환경 개선 및 효율적 인
쇄업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고품질 인쇄물 제작에
노력하는 한편, 경기도인쇄협회의 임원으로 지역 인쇄업
계의 공동발전에 노력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16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인쇄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혁신을 통한
품질 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에 진력함으로
써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18년간 인쇄 기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인쇄물 제작
현장의 원활한 생산 및 우수한 인쇄품질 확보를 위한 기
술력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인쇄기술 파
악을 통한 국내 선진화 인쇄시설 구축에 진력함으로써
인쇄기술 및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56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고품질의 인쇄물 제작을 위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
는 한편, 대전세종충남인쇄조합의 임원을 역임하며 대전
지역 인쇄업계의 공동발전에 진력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9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인쇄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원부자재 품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 인쇄물 제작에 노력
하고 있으며, 특히 인쇄 ERP프로그램 구축 및 친환경
인쇄물 제작에 진력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발전 및 친환
경 인쇄환경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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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이홍일
(1980.02.29)

조영만
(1966.08.21)

최현사
(1959.08.20)

영림인쇄 / 대표
(15년 01월)

15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인쇄품질의 고급화에 진력하
고 있으며, 특히 최신 자동화 양장 서적 생산설비를 구
축하여 연간 약 4,000만권의 고품질 서적 인쇄물을 제
작함으로써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썬에스지엠(주) /
상무
(19년 11월)

19년간 인쇄관련업에 종사하며 인쇄기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품질 인쇄물 제작 기기의 성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자동상자접착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인쇄물의 생산성 향상 및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주)다해미디어
/ 대표이사
(37년 00월)

37년간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쇄인으로 문화재
와 사료 등을 전통 및 현대 인쇄기술을 통해 복원하고,
전통한지를 통한 인쇄기술의 연구개발에 진력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발전 및 인쇄업계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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