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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조업체현황
(단위 : 개소, 명)

업종

공장수 종업원수

합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 186 - 5 181 1,641 - 171 1,470

식료품 제조업 65 - 3 62 780 - 86 694

음료 제조업 8 - - 8 61 - - 6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6 - - 6 20 - - 2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 - 1 38 - - 3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0 - - 10 50 - - 5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 - 2 14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 1 19 97 - - 9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 - - 13 157 - - 15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7 - - 17 110 - - 110

1차 금속 제조업 1 - - 1 12 - -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8 - - 28 117 - - 117

전기장비 제조업 3 - - 3 12 - -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 - 7 46 - - 4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 1 1 90 - 85 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 - 2 35 - - 35

기타 제품 제조업 1 - - 1 2 - - 2

식료품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유) 피트플러스 보성읍 쾌상길 192 단미사료 061-858-0330

(유)성진수산 벌교읍 농공단지길 46 컷트미역, 다시마 061-85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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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일산업 벌교읍 장좌리 616 보조사료 061-858-2400

(주)남양다원 벌교읍 농공단지길 30 녹차, 녹차과자 061-858-0160

(주)동남식품 벌교읍 장좌리 산 7 돈육, 우육 061-857-6005

(주)보성그룹 미력면 농공길 6 볶음녹차 061-853-3000

(주)보향다원 보성읍 원봉리 76-26번지 차 061-852-0626

강산농원 보성읍 강산1길 8 산야초 061-853-2939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 웅치면 대산길 7
산야초, 홍매실, 천년초, 감식초,

천년초식초
061-853-2940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2공장) 웅치면 일림로 1147 다류 및 기타가공품 061-853-2940

겸백정미소 겸백면 보성강로 876 정미, 정맥 061-853-6489

녹차골두부 보성읍 택촌길 45 두부 061-852-3218

농업회사법인 (주)우수한형제들 조성면 수당길 17-10 간장게장, 동치미 061-858-5993

농업회사법인 도담(유) 조성면 조성은곡길 300 과일잼 061-858-2070

농업회사법인 솔향옻(주) 벌교읍 마동리 271-2 옻 원액 061-834-005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림제

다
보성읍 자세길 36-41 차 061-852-44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성특

수농산
득량면 공룡로 1273-3 정미, 정맥 061-853-811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호식

품
조성면 귀산리 827번지 떡 061-857-792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원산

업
득량면 예당길 183 정미, 정맥, 압맥 061-853-88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벌교농

산
벌교읍 조정래길 222-11 쌀 061-857-6000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성우 조성면 조성3길 114 하수오 고추장 061-858-8200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천우식품 보성읍 유촌길 106-90 흑염소엑기스 061-853-3324

다그린 득량면 월평2길 49-15 차류가공업 061-853-0966

대한다업(주)디티엔커피 회천면 일림산길 292-19 커피 061-852-2593

대한다업(주)보성다원 제1공장 보성읍 봉산리 1256 녹차 061-852-2593

대한다업(주)보성다원 제2공장 회천면 회령리 249-2번지 녹차 061-852-2593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 보성읍 녹차로 831 녹차 061-852-2255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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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프주식회사 조성면 조성로 181-28 외 1필지 크릴오일 061-844-2465

보광영농조합법인 벌교읍 대포리 677 어성초 엑기스 061-857-7221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보성읍 송재로 421-1 (보성농협미곡종합처리

장)
정미, 정맥 061-852-6665

보성군수협 벌교읍 녹색로 5159 탈고막 061-857-2151

보성녹차식품개발연구원 웅치면 강산리 860-9 녹차고추장, 녹차된장, 녹차한과 061-853-1199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 보성읍 녹차로 1181-76 녹차 061-850-5386

보성다업 회천면 영천리 16 녹차 061-852-8410

보성신옥로제다 회천면 녹차로 646-2 녹차 061-852-8283

보성옥로제다 회천면 영천리 7 녹차 061-852-8283

보성작설원 노동면 대련로 73 녹차 061-852-3456

보성축산자원 벌교읍 영등리 1292-1번지 단미사료 061-857-9585

보성축협단미사료공장 보성읍 흥성로 2132-73 단미사료, 육분 061-852-3635

보성흑진주영어조합법인 회천면 전일리 490-7번지 키조개관자 070-4917-5064

복내마을 영농조합법인 복내면 일봉리 651 절임배추 061-853-7310

북부농업협동조합 복내면 송재로 1829-20 쌀 061-852-5037

산장 유기농 회천면 녹차로 588-59 녹차 061-852-9984

삼영바이오사료 보성읍 녹차로 1115-23 비육용사료, 낙농용사료 010-7441-2120

신흥벽돌 보성읍 우산리 307-14번지 벽돌 061-852-2626

신흥정미소 보성읍 현충로 44 정미, 정맥 061-852-2622

어업회사법인 (주)벌교꼬막 벌교읍 장암길 185-95 외 3필지 자숙꼬막, 꼬막장
070-8895-

7994

영농조합법인보성차밭 보성읍 유촌길 151 녹차,티백녹차 061-852-9881

영농조합법인보성제다 미력면 농공길 28-18 녹차 061-853-4116

우리원식품 벌교읍 벌교마동길 146 전통장류, 백초액 등 061-857-5959

율어면영농조합법인 율어면 문양리 605-1번지 녹차 061-852-9920

일송식품 벌교읍 금산길 52
키조개패주, 기타패류살, 선어살

(생선살)
061-858-9500

일월푸드 벌교공장 벌교읍 농공단지길 46 건다시마 061-857-8550

장정미소 벌교읍 장좌리 720-2 정미, 정맥 061-857-0322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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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낙농업협동조합 벌교읍 장좌리 53-11
한우TMR사료, 단미사료, 조사

료
061-742-6330

조성농협미곡종합처리장 조성면 봉능리 465 정미, 정맥 061-852-0774

주식회사 보성녹차인 미력면 도개리 796 녹차 061-852-2622

징광문화 벌교읍 징광리 751 잎차, 옹기, 자연염색 02-745-3631

천보다원 회천면 녹차로 734 녹차 061-853-9227

청해수산 벌교읍 장좌리 677 수산물냉동식품 061-857-7977

태우영농조합법인 벌교읍 옥전리 169 과실절임식품 061-858-1031

혜정농원영농조합법인 웅치면 일림로 593-213 건강식품,조미/절임식품 등 061-853-3139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음료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보성다원 회천면 회령리 산 57-3번지 녹차캔음료 061-853-0210

벌교합동주조공사 벌교읍 초지길 8 (창고) 탁주 061-857-0071

보라주가 미력면 농공길 25 (공장) 탁주 061-853-9242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 미력면 농공길 28-20 (페수처리장) (총 6필지) 녹차음료 061-853-4114

보성합동주조장 보성읍 보성리 895-21번지 탁주 061-852-2381

율어주조장 율어면 상율길 50 (창고) 탁주 061-852-7044

조성주조장 조성면 조성3길 26-12 (단독주택) 탁주 061-857-9026

회천예당합동주조장 득량면 예당역전길 6 (일반음식점) 탁주 061-853-707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성화(2공장) 벌교읍 연산리 613-2번지 보행매트 061-858-2131

보성산업 보성읍 봉화로 16 콘크리트 섬유보강재 070-7864-7770

영진공업사 벌교읍 원동길 38 (창고) 마포 061-857-1164

주식회사 유일테크
보성읍 유촌길 59 (보성읍 대야리 424-8번지

신축공사)
부직포 061-853-4661

천연반석 벌교읍 마동리 183-1 번지 면 및 마직물직조업 061-857-0496

한솔농자재산업(주) 벌교읍 장좌리 1134번지 다겹보온커튼 061-857-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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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농자재산업(주) 벌교읍 장좌리 1134번지 다겹보온커튼 061-857-3997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보성글러브 주식회사 미력면 농공길 28 면장갑, 코팅장갑 061-853-9922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남도목재산업 보성읍 일림로 1567 일반목재, 표면가공목재 -

(주)폴우드 조성면 조성로 181-8 (제1호) 합성목재 042-825-7117

대신제재소 조성면 조성로 235 (창고) 목재 061-857-9005

보성포리테크(주) 벌교2공장 벌교읍 농공단지길 54 합성제재목 061-857-9900

유한회사 비에스티 벌교읍 농공단지길 54 합성목재 061-857-9900

주식회사 우드맥스 조성면 조성로 181-8 (제1호) 합성목재 061-857-9015

태성제재소 조성면 조성4길 11-2 (단독주택) 목재 061-857-6072

협성산업(주) 조성면 귀산리 273번지 세면기, 욕조, 탁자 061-857-9994

화성목재산업 보성읍 쾌상리 1017 번지 외 2필지 가공목재, 판재 061-853-233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동양포장 벌교읍 농공단지길 57 (공장) 골판지상자 061-857-0707

주식회사 정우포장 벌교읍 농공단지길 57 골판지박스 061-857-070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농성산업 득량면 정흥리 34-1번지 합성수지재생원료 061-852-1478

(주)대동산업 벌교읍 영등리 1289번지 외 1필지 외 1필지 상토 061-858-0660

(주)동오아그로 벌교읍 금산길 48 (창고) (총 3 필지) 2종 복비 및 관주용 비료 061-858-3588

(주)성화 벌교읍 농공단지길 47 (벌교읍) (총 3 필지) 농업용자재 061-858-2131

(http://www.boseong.go.kr)



(주)세종에프앤비 보성읍 쾌상길 192, ,  581-3번지 유기질비료 062-973-4086

(주)하이에코트래픽 조성면 조성로 181-10 도로용 페인트 070-7119-2623

(주)한들해 보성읍 송재로 372 폴리머, 사출품 061-853-5786

남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성면 용전리 159-3 번지 길항미생물, 균배양체 -

농업회사법인 (주)디앤제이테크 조성면 득량만길 243 (사무실) 부산물 비료 061-852-036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조은 보성읍 대야리 1659번지 유기질비료 -

대성가스산업(주) 벌교읍 녹색로 5695-7 액화산소 061-857-8311

대주 벌교읍 원동안길 23-3 (공장) 장어통발 061-857-7262

들찬영농조합법인 득량면 해평리 2419-11번지 퇴비 061-852-0963

바루 득량면 공룡로 1369 퇴비 -

보성농협발효퇴비공장 보성읍 용문리 478번지 발효퇴비 061-852-6670

보성차향다원 보성읍 유촌길 128-30 (정자) 화장품 -

조성농협왕겨발효퇴비공장 조성면 봉능리 456번지 왕겨발효퇴비 061-853-0774

주식회사 맥녹 보성읍 동암1길 49-6, 공장 (창고) 녹차비누 061-852-9600

주식회사 지에스이에프 보성읍 새싹길 81-29 (창고) 확산제 -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 조성면 수당길 26 효소(농업용) 061-858-5558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8요트트립 조성면 수당길 17-3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061-835-6671

(주)대광 벌교읍 농공단지길 49 (공장) 스티로폴부자 061-858-4101

(주)한국폴리테크 벌교읍 농공단지길 65 (창고) 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 061-857-9100

동양파이프(주)보성지점 미력면 농공길 46 폴리에틸렌 하수도관 061-852-9988

러버랩(Rubber Lab) 미력면 농공길 35 고무장갑 061-853-7175

보성포리테크(주) 벌교읍 농공단지길 32 (공장)
PE수도관,PE전선관,PE삼중벽

관
061-857-9900

원판넬 벌교읍 남하로 11-20 하이샷시 061-857-8338

주식회사 소윤건설 벌교읍 원동길 56 미끄럼방지포장재 061-858-2340

주식회사 진성바이오 농업회사

법인
조성면 조성로 181-18 농, 공업용 생분해 필름 061-85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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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성면 조성로 181-18 농, 공업용 생분해 필름 061-858-3000

주식회사 케이시산업 벌교읍 농공단지길 37 (사무실) 하수도용 배관류 부속류 등 061-858-7200

주식회사 태성산업 조성면 귀산리 830-3번지
플라스틱 말통, 22L말통, 김 양

식용 간답대, 부표
061-858-2588

주식회사 현대하이코 조성면 수당길 17-3, 신소재센터
소형 풍력발전기 날개 제조 및 조

립
061-858-3842

하얀손산업(주) 미력면 농공길 37 (창고) 고무장갑 061-853-7175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이성산업 조성면 원곡길 45-24 경계석 061-858-6045

(주)호남유화 미력면 농공길 14 유화아스팔트 061-852-9744

광산산업 벌교읍 농공단지길 47 팽창질석 063-564-0113

남도산업(주) 미력면 농공길 16 콘크리트 수로관 등 061-853-1193

동양산업 벌교읍 채동선로 165-10 벽돌, 브럭 061-681-6226

미송석물 미력면 가평길 36-3 (창고) 석물 061-852-3693

보성레미콘 주식회사 미력면 보성강로 135 (식당) 레미콘 061-853-3009

보성맥반석주식회사 득량면 공룡로 1337 맥반석 061-853-4175

보성석물 보성읍 원봉리 170번지 석물 061-852-2333

삼성건업사 득량면 예당역전길 3-1 (단독주택) 시멘트벽돌 061-853-7200

제석기업 주식회사 벌교읍 남하로 161 레미콘,아스콘 061-857-3010

제석아스콘(주) 벌교읍 남하로 161 아스콘 061-857-7500

제암레미콘(주) 보성읍 흥성로 2121 레미콘 061-852-8008

주식회사 나로호 벌교읍 농공단지길 47 팽창질석 061-858-0660

주식회사 참좋은제경 보성읍 송재로 304 외 2필지 복층유리 061-852-6161

철교블럭 벌교읍 장좌리 468-2번지 벽돌 061-857-0913

한남유화주식회사 득량면 도촌길 160-23 (창고) 아스콘 061-853-3017

1차 금속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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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철강(주) 미력면 농공길 46 (숙소) 파형강관 061-852-9988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및 가구제외)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대한 보성읍 보성리-703번지
도로및교통표지판, 조명광고판,

간판(현수막)
061-852-1111

(주)알루포스 조성면 수당길 17-3 알루미뉼 휠 063-545-5660

(주)에스컴텍 조성면 조성리 1268번지 선박구조부품 061-835-6671

(주)우리이엔씨 미력면 농공길 41, 미력농공단지 금속조립구조재 제조 061-853-3285

(주)원진 미력면 농공길 17 (창고) 설치용물텡크제조 061-853-7750

(주)지엔씨 조성면 조성리 1265번지 금속문 ,창셔터, 조립식 구조물 061-724-0334

(합)임마누엘철강 벌교읍 낙성리 636-1번지 판넬, 철제성형물 061-857-3245

JS전기제어플랜트 벌교읍 농공단지길 56 (공장) 배전반 061-857-7763

대경에이티(주) 조성면 수당길 17-3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골조재 062-973-8185

대경제이엠(주) 전남지점 조성면 수당길 17-3, 신소재센터 알루미늄 주조품 062-959-2211

대명축산 기자재 조성면 수당길 17-12 축산기자재 061-857-3331

대유이엔에스주식회사 미력면 농공길 23 (공장) 철판형강류, 기계가공품 061-723-2695

동일기업 보성읍 봉화로 95 (소매점) 샷시문 061-852-8904

드림테크 조성면 수당길 23 조형물, 공공시설물 010-7202-3639

백년건설 보성읍 원봉리 195-11 철판 061-853-5911

벌교철망 벌교읍 녹색로 5187 (창고) 철망 061-858-1114

보성광고 보성읍 송재로 234 도로표지판, 간판 등 061-852-9900

신한아그로 조성면 조성로 157 농자재(물받이 및 패드) 061-857-6970

주식회사 다경 미력면 농공길 15 (공장)
수문, 권양기, 가동보,스크린, 펌

프수문,밸브
061-853-9946

주식회사 도하 조성면 수당길 23 목재덱, 울타리 061-858-0809

주식회사 성주 미력면 농공길 23 (공장) 철구조물 061-795-7011

주식회사 지지테크 조성면 조성리 1265번지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

조업외 8종
061-857-0334

주식회사 하나건설 벌교읍 남하로 11-20 컨테이너 하우스 제조 061-722-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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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건설(주) 조성면 수당길 23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표지판 061-858-0418

휴먼이엔씨(주) 조성면 조성리 1256번지 다리난간, 스틸 브라켓 02-561-6077

휴먼테크 조성면 수당길 17-3 석재용 앙카 010-4415-0111

흥창건설 주식회사 미력면 농공길 16 상업용 조립식 구조물 061-853-1193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전기장비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원진이엔씨 미력면 농공길 43 (창고) 가로등제조 061-852-7201

세계로 주식회사 미력면 농공길 16 조명장치, 가로등 061-853-119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YW농기계 보성읍 동암1길 221 동력제초기 및 드론 061-853-1103

벌교자동차정비공업사 벌교읍 분토길 4 (창고) 보온, 냉동내장탑 061-858-3901

신현대정비자동차정비공업사 벌교읍 원동길 98 (공장) 자동차부품 -

아세아종합농기계 보성읍 봉화로 46 동력제초기 061-853-1103

오성냉동산업 보성읍 흥성로 2432 (단독주택) 농산물 저온저장고 061-853-6693

주식회사 유성이엠지 벌교읍 농공단지길 56 (공장)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061-858-0123

태성 조성면 수당길 17-12
동결건조기, 적외선건조기, 미분

쇄기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주)생명산업 보성읍 쾌상길 57 특장차 적재함, 트레일러 061-853-9972

전남테크노파크 조성면 조성리 1257 번지 수송기기용금속부품 061-858-156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보성FRP조선소 회천면 전일리 669-1번지 FRP선박 061-852-4460
(http://www.boseong.go.kr)



보성FRP조선소 회천면 전일리 669-1번지 FRP선박 061-852-4460

우림해양개발 주식회사 벌교읍 농공단지길 56
부잔교, 해상부유구조물, 탈취

제, 보조사료
061-858-2346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기타제품 제조업

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홍교광고기획 벌교읍 회정새길 30, 제1호 광고간판 061-858-5225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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