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운 업 체 현 황
(2020년 10월

현재)

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연변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대영선박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6, 108동 504호

794-6668 / (F)794-2600

2

보나해운

서귀포시 가파로67번길 90

756-9703 / (F)751-9703

3

뉴-보나해운

서귀포시대정읍 하모중앙로 55 101호

(F)751-9703

4

대양해운(주)

제주시 동문로 125(건입동)

722-4053 / (F)722-4692

5

삼성해운(주)

서귀포시 서홍로 146(서홍동)

762-9300 / (F)763-6060

6

(주)신광

제주시 임항로 173(건입동, 제주항 제5부두)

725-0440 / (F)755-5480

7

삼진해운(주)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14(서귀동)

733-5600 / (F)763-1116

8

쌍용통운(주)

제주시 선사로4길 14(삼양일동)

725-8714 / (F)725-8715

9

일광산업(주)

제주시 애월읍 고내로 69

799-9047 / (F)799-4779

10

(주)한라해운

제주시 동문로 125(건입동)

722-4053 / (F)722-4692

11

동경해운(주)

제주시 한림서길 49(한림읍)

796-3833 / (F)796-0180

12

덕산해운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길 54-1

721-6664 / (F)724-6115

13

성우해운(주)

제주시 임항로 141-1(건입동)

727-8100 / (F)721-3107

14

오성시멘트(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72

(F)792-7113

15

성우해양

제주시 성화로 6길 24

743-1123 / (F)743-1336

16

거성해운

제주시 구남로 8길 46

751-8805 / (F)751-8806

17

㈜제주케이라인

제주시 아봉로 16 201호

758-5774 / (F)759-5774

18

㈜제양항공해운

제주시 우정로8길 28(외도일동)

745-9001 / (F)723-9002

19

㈜성우

제주시 거로길 1(화북일동)

753-2424 / (F)723-7724

20

㈜제마해운

서귀포시 토평남로 55(토평동)

762-3600 / (F)762-4646

21

오성로지스틱스(주)

제주시 사라길 48(도평동), 2층

745-2315 / (F)745-2317

22

동아물류(주)

제주시 선반로 17(화북일동)

752-9500 / (F)759-3266

2.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업체
연번

3.

업체명

1

(주)한일고속

2

씨월드고속훼리(주)

사업장 소재지

비 고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제주 :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107호)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48번길
14(해안동1가)

02-535-2101
751-5050
(F)755-3858
064-758-4234
(F)756-2844

기타 해운업 등록업체

연번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씨앤제이교역(주)

제주시 도공로 14-9, 2층(도두일동)

751-1700 /
(F)751-5607

2

㈜씨케이쉽핑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3 1층

799-2626 /
(F)799-2627

3

(유)케이엘마린서비스

제주시 임항로 70(건입동) 건양빌딩 2층

723-1050 /
(F)723-1052

4

씨앤제이교역(주)

제주시 도공로 14-9, 2층(도두일동)

751-1700 /
(F)751-5607

5

(주)제주드림여행사

제주시 신설로6길 10 1층

721-7500 /
(F)721-7501

6

(유)썬라이즈마린

제주시 고마로 108-1(일도이동)
일도영도제나빌 101동 203호

753-5225/
(F)753-5226

7

(유)삼다쉬핑

제주시 임항로 70

723-1050 /
(F)723-1052

8

제이랜드오션(주)

제주시 지석6길 18, 202호(미리내빌딩)

702-2583

9

㈜제주마리타임

제주시 계명5길 22-9

712-6640 /
(F)712-6645

10

주식회사 강정해운

서귀포시 강정하로 98 1층

739-2341 /
(F)739-2340

11

주식회사 제주쉬핑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3길 54-1, 2층

721-6664/
(F)724-6115

12

㈜성우

제주시 임항로 242(건입동)

727-8100
(F)721-3107

13

혜정해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122

010-6338-3239

14

한국에너지종합기술(주)

제주시 첨단로8길 92(영평동)

749-9200

15

㈜세경

제주시 계명길 18(외도1동)

712-4944
(F)712-4946

서귀포시 칠십리로 44 (서귀동)

064-733-9511
(F)733-9513

16

㈜제주교역

비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