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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개요 

 

 

㈜보성산업은 창사이래  

청정, Clean 난방문화의 보급에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항상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윤의 추구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고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분야】 

 

◈ 공간난방부문 : 벽걸이형 전기방열기, 라디에이터, 온풍기 

◈ 온돌난방부문 : 전기온돌판넬, 원적외선필름난방 

◈ 온수부문 : 전기순간식, 저장식, 축열식 

◈ 특수사업부문 : 고속철도, 방위산업등 

 

【조직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기방열기

사업부 

 전기온돌 

사업부 

 전기온수기

사업부 

 특수 

사업부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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