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기관 선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기관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전국 : 1,486개 기관(제주지역 18개 기관)
·기준 :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목록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11호(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고)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비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주요내용
·근거법령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 제18조 등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대상자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116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8호

264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

9호

411

학교법인 제주교육학원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9호

455

학교법인 한라학원

제주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노형동)

9호

755

제주관광대학교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9호

756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

9호

757

제주한라대학교

제주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노형동)

9호

982

에스중앙병원

제주도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10호

경리관 및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인 5급

1091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93(삼도일동)

10호

이하 7급 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 공무원

1119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10호

※ 4급 이하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3급 이상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12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제주도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10호

1121

제주한라병원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65(연동)

10호

1162

한마음병원

제주도 제주시 연신로 52(이도이동)

10호

1266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제주도 제주시 동문로 72(일도이동)

10호가목

1273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65(연동)

10호가목

1284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93(삼도일동)

10호가목

1318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10호나목

1381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101

11호가목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 4급 이상 공무원(전문경력관, 연구관, 지도관 포함)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 자치경찰은 자치경사 이상,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장 이상

- 특정업무(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조세 등) 담당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징수관,

·취업제한기간 : 퇴직 후 3년간

연번

·취업제한기관 :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중 확정하여 고시

3932

(주)제주항공

운수업

4108

(주)진일토건

건설업

4169

(주)청룡수산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일 것

4739

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이내일 것)

연번

기업체명

제주시 신대로 64 (연동, 건설공제회관 3층)

8684

신대홍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삼무로 15 (연동, 연동태홍누리안 3차아파트 2층)

12349 주식회사오션스위츠

숙박 및 음식점업

제주시 탑동해안로 74 (삼도이동)

제주시 용남길 3 (용담일동)

8803

신진종합토건(주)

건설업

제주시 용남길 3 (용담일동)

12395 주식회사우리비케이에너지

도매 및 소매업

제주시 노형로 162 (해안동)

제조업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825

8856

신화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청사로 9, 4층 (도남동)

12448 주식회사월자포장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77

(주)풍전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남성로 98 (용담일동, ２층)

9341

에스케이핀크스주식회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863, 1층

12527 주식회사은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주시 신대로 60 (연동)

4927

(주)한라

제조업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07번길 1 (토평동)

9676

영농조합법인서귀포한라

도매 및 소매업

서귀포시 516로 575 (상효동)

12561 주식회사이수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사평4길 24-12 (오라이동, 지하1층)

4929

(주)한라산

제조업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55

9693

영보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연북로 88 (연동)

12693 주식회사제이제이한라(J.J.HallaCorporation)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주시 구좌읍 선유로 445-55

4930

(주)한라에너지

도매 및 소매업

서귀포시 일주동로 8281 (신효동)

9727

영주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노형11길 19-4, 3층 (노형동, 광영빌 3층)

12707 주식회사제주반도체

제조업

제주시 청사로1길 18-4 (도남동, 2층)

5330

가나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서귀포시 태평로 569 (동홍동)

9734

영진기업주식회사

제조업

제주시 조천읍 대와상길 49-6

12708 주식회사제주방송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5450

경림종합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연동8길 29 (연동, 연동풀하우스 제지 1층 제비02호)

9766

예래클리프개발주식회사

숙박 및 음식점업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542 (상예동)

12709 주식회사제주은행

금융 및 보험업

제주시 오현길 90 (이도일동)

5670

국제마리타임17호선박투자회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9788

오라관광(주)메종글래드제주

숙박 및 음식점업

제주시 노연로 80 (연동)

12710 주식회사제주케이라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주시 번영로 316, 비동 204호 (영평동)

5695

그랑블제주알앤지(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주시 한림읍 화전길 82

9808

오성시멘트주식회사

도매 및 소매업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72, 1층

12711 주식회사제주페이퍼텍

제조업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37-19

5698

그린랜드센터제주유한회사

숙박 및 음식점업

제주시 1100로 3351 (노형동, 세기빌딩 7층)

9826

오옴전자

제조

제주시 일주서로 7253 (외도이동)

12712 주식회사제주해양과학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

5754

금나종합건설(주)

건설업

서귀포시 동홍남로 79, 2층 (동홍동)

9902

용우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154, 3층 (오라일동)

12756 주식회사지앤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주시 삼무로 67 (연동)

6046

농업회사법인제주낭주식회사

도매 및 소매업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23-3

10123 유강종합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노형11길 5-4, 6층 (노형동, 에이치하우제)

12801 주식회사진성에너지

도매 및 소매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로 297

6070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오설록농장

제조업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6, 1층

10165 유성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오남로6길 30, 1층 (오라일동)

12827 주식회사천마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중앙로 20 (삼도이동, 천마타워4층)

6122

늘푸른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임항로 239, 106호 (건입동, 건입이화아파트)

10177 유씨엘주식회사

제조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10길 67

12837 주식회사청마건설

건설업

제주시 고산동산1길 6, 203호 (이도이동)

6217

대동공업

제조업

서귀포시 일주동로 8588 (동홍동)

10217 유창토건(주)

제조업

제주시 수덕로 75 (노형동)

12853 주식회사카카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주시 첨단로 242, 1층 (영평동)

6289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

제조업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243

10501 일광산업주식회사

광업

제주시 애월읍 고내로 69

13246 주식회사피엠씨프러덕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주시 선돌목동길 56-26 (오등동)

·기준 :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6386

대양해운(주)

운수업

제주시 동문로 125 (건입동)

10567 일호종합건설(주)

건설업

서귀포시 속골로 32 (호근동)

13294 주식회사한국비엠아이

제조업

제주시 첨단로7길 11 (영평동)

·목록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10호(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고)

6448

대원종합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노연로 126 (연동, 2층)

10597 장원종합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동광로3길 3, 201호 (이도일동, 장원스카이팰리스)

13326 주식회사한라엔지니어링

건설업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49 (동홍동)

6507

대창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도령로 103, 203호 (연동, 연동한일씨티파크)

10684 제동종합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서사로 92, 907호 (삼도일동, 제동해피죤)

13337 주식회사한성건자재상사

도매 및 소매업

제주시 오라로 77, 1층 (오라이동)

6554

대한제강판매주식회사

도매 및 소매업

제주시 첨단로 213-3, 501호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10778 제주김녕풍력발전주식회사

도매 및 소매업

제주시 구좌읍 김송로 280

13371 주식회사한프

제조업

제주시 중앙로 217, 606호 (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취업제한요건

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될 것
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①항에서 ③항까지 모두 해당되면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심사결과 ④항이 해당되면 취업이 제한되며, 그렇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함

■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전국 : 15,565개 업체(제주지역 138개 업체)

연번

기업체명

업태

소재지

기업체명

업태

소재지

업태

소재지

연번

기업체명

업태

소재지

192

(자)동남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청사로 77 (도남동)

6621

더케이제주호텔주식회사

숙박 및 음식점업

제주시 탑동로 66 (삼도이동)

10779 제주렌트카(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주시 용문로 8 (용담이동)

13706 채무자(주)으뜸상호저축은행

금융 및 보험업

제주시 중앙로 187, 2층 (이도일동, 선대빌딩)

222

(주)KCTV제주방송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주시 아연로 2 (연동)

6643

덕양주유소

도소매업

제주시 거로남10길 42-8 가동(화북이동)

10780 제주비료(주)

제조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로 255

13756 청솔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중앙로12길 34, 102호 (삼도이동, 미듬밀레니엄아파트)

487

(주)금강개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주시 노연로 61 (연동)

6748

동마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월랑로 39 (노형동, 5층)

10781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주식회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귀포시 일주서로 166-31 (강정동)

13759 청암기업(주)

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165 (용담일동)

710

(주)뉴월드

도매 및 소매업

제주시 선반로8길 5-7 (화북일동)

6788

동성개발주식회사

건설업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97번길 43-57

10824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 케이티앤지제주본부사옥6층)

14117 탐라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제주시 한경면 두모11길 19

892

(주)대웅건설

건설업

서귀포시 동홍동로26번길 16 (동홍동)

7104

라온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 1층

10999 주식회사남도건설

건설업

제주시 월광로 99, 2층 (노형동)

14121 태경개발(주)

건설업

제주시 첨단로 199, 508호 (영평동, 엠제이벤처오름)

1009

(주)더원

숙박 및 음식점업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7105

라온레저개발(주)

숙박 및 음식점업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11194 주식회사도현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간월동로 72-7, 103동 지하층 001호 (아라이동, 휴안1차)

14187 태웅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가령골길 15, 103호 (일도이동)

1020

(주)덕영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청사로 9, 2층 (도남동)

7130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38

11240 주식회사동인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승천로 57, 4층동 (아라이동)

14355 퍼시픽랜드주식회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색달동)

1624

(주)백록레미콘

제조업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155

7131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7

11399 주식회사마제스타(MajestarCo.,Ltd.)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75 (색달동)

14546 하이골드오션11호국제선박투자회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1811

(주)삼다

제조업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48

7171

록산에버그린주식회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주시 서광로 107-6 (용담이동)

11425 주식회사메가럭(MegaluckCo.,Ltd)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주시 중앙로 151, 1층 (이도일동)

14547 하이골드오션15호국제선박투자회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1849

(주)삼영교통

운수업

제주시 용문로 40 (용담이동)

7183

롯데면세점제주주식회사

도매 및 소매업

제주시 도령로 83 (연동)

11571 주식회사브이패스(VPASS)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주시 남성로 57, 2층 (용담일동)

15095 한양종합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오남로 28, 2층 (오라일동)

2352

(주)신광

운수업

제주시 임항로 173 (건입동)

7563

백통신원(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427

11591 주식회사비엠비

제조업

제주시 전농로 109, 3층 (삼도이동)

15133 한일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고산동산5길 34-1 (이도이동)

2682

(주)아주호텔제주

숙박 및 음식점업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114 (색달동)

7605

벽강종합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신대로22길 40, 1층 202호 (연동, 벽강하이본타워)

11631 주식회사삼양제주우유

제조업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956

15184 함춘약국

소매

제주시 한라대학로 12 (노형동)

3021

(주)엔엑스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주시 1100로 3198-8, 1층 (노형동, 엔엑스씨센터)

7663

부건종합건설(주)

건설업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4-2 (동홍동)

11874 주식회사신광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복지로5길 6, 401호 (도남동, 노블빌딩)

15200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식회사

숙박 및 음식점업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399번길 319, 1층

서강종합건설(주)

건설업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79, 시동 2호 (호근동, 서강네스빌2차)

11936 주식회사쏘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주시 도령로 129, 5층 (연동, 드림플라자)

15376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서귀포시 동홍동로 39, 2층동 (동홍동, 만영빌딩)

3148

(주)영도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고마로 108-1, 102동 (일도이동, 영도제나빌 2층)

8139

3314

(주)우리마트

도매 및 소매업

제주시 신성로10길 10 (도남동)

8145

서귀포청정감귤영농조합법인

도매 및 소매업

서귀포시 서홍로178번길 10 (서홍동)

11986 주식회사아름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성신로1길 22, 203호 (연동, 신우스위트빌)

15442 화성포장산업주식회사

제조업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25

3433

(주)월자제지

제조업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6

8356

성지건설개발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아란7길 3-3 (아라일동)

12123 주식회사에스에이치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동문로 128-1, 303호 (일도이동, 더힐오피스텔)

15473 회성종합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원남6길 6, 1001호 (도남동, 회성푸르니2차)

3601

(주)이다종합건설

건설업

제주시 서사로 92, 507호 (삼도일동, 제동해피죤 4층)

8389

세기건설(주)

건설업

제주시 1100로 3351 (노형동)

12133 주식회사에스엠건설

건설업

제주시 복지로북길 13 (도남동, 3층)

15486 효성종합건설주식회사

건설업

제주시 원노형5길 20, 303호 (노형동, 송우수자인아파트)

3931

(주)제주도시가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제주시 미리내길 153 (노형동)

8390

세기산업(주)

제조업

제주시 고전길 6 (이도일동)

12277 주식회사엘티엔터테인먼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35 (색달동)

15509 휘닉스중앙제주주식회사

숙박 및 음식점업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