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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위탁업체
2018. 2. 28. 현재
위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

보유·
이용기간

연락처

중앙일보미디어
디자인

덕성커뮤니티 DM발송

이름, 주소 등

㈜씨아이테크

증명발급기 SW개발 및 유지보수

학번, 이름, 생년월일, 학적, 성적 계약기간 02)410- 9637
등

㈜아이엔텍

인터넷 및 웹팩스 증명발급 SW개발 학번, 이름, 생년월일, 학적, 성적
및 유지보수
등

계약기간 070- 46592688

(주)와이즈네스코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학번, 이름, 학과, 출입시간, 퇴실
시간

계약기간 031)790- 139
0(내선301)

㈜에이디티캡스

보안경비

CCTV 영상정보 등

계약기간 02)901- 8112

㈜모비엘테크

교직원 명함제작

이름, 소속,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등

계약기간 02)816- 2999

KEB하나은행
(우이동지점)

학생카드발급, 등록금수납대행

학과, 학번, 이름, 생년월일,
계약기간 02)901- 8549
가상계좌번호, 등록금, 핸드폰 등

노틸러스효성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주민번호, 이름, 주소

㈜진학어플라이

입시정보시스템유지보수
인터넷접수및발표시스템유지보수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02)2013- 065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주소,
2
전형성적, 순위, 합불여부 등

㈜아이네크

학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성명, 학번(사번), 소속, 이메일, 계약기간 02)862- 3900
주소,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
(내선1201)
생년월일, 재학/ 재직상태,
대출반납내역

㈜와이즈네스코

휘트니스센터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학번, 성명

계약기간 02)481- 4114

㈜유플러스시스템 온라인 논술 채점시스템

수험번호, 이름

계약기간 02)855- 5545

㈜엠엔씨에이프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종합평가시스템

수험번호, 이름, 출신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계약기간 070- 4115- 7
016

제이엔씨

DB 서버 유지보수

시스템 로그

계약기간 02)6339- 016
3

도연시스템즈

IT인프라(서버) 통합유지보수

시스템 로그

계약기간 02)6677- 012
8

㈜이노라임

오라클(학사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유지보수

시스템 로그

계약기간 02)583- 0090

㈜이베이테크

IT인프라(전산망) 통합유지보수

시스템 로그

계약기간 02)6925- 613
0

㈜컴트루테크놀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지

시스템 로그

계약기간 02)396- 7005

㈜제이에스피웨어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

사번, 재직여부, 교직원구분, 소속 계약기간 02)942- 9159

㈜시소아이티

시스템 로그

계약기간 02)857- 8940

㈜에이티엔에스그 행정정보시스템(SAP BASIS)
룹
유지보수

시스템 로그

계약기간 02)3487- 668
2

㈜아이모션

학번(사번), 재직여부, 교직원구
분 등

계약기간 02)325- 4750

통합로그관리스시템 유지보수

웹메일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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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02)751- 5939

계약기간 02)6181- 2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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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

보유·
이용기간

연락처

(주)유웨이어플라
이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성명(교원, 학생), 사번(교원),
학번(학생), 연락처 등

계약기간 02)2102- 244
0

㈜글로벌교육원

언어교육원 교내어학특강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성명,
학과, 학번, 핸드폰, 이메일

계약기간 02)991- 2201

주식회사
와이비엠넷

취업진로교과목 운영

성명, 학과, 학번, 연락처

계약기간 02)2009- 052
1

㈜토마토시스템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성명(교원, 학생), 사번(교원), 계약기간 02)3445- 219
학번(학생), 주민등록번호,
4
연락처, 주소, 성적, 등록, 장학 등

㈜이노텝

휴대폰 문자발송시스템

성명, 핸드폰

계약기간 070- 7726- 8
822

㈜지란지교시큐리 스팸메일차단 시스템 유지보수
티

이메일, 스팸메일내역

계약기간 02)569- 6110

㈜스타셀

학번, 비밀번호

계약기간 02)540- 0880

㈜엔잡얼라이언스 취업진로시스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성명, 학과, 학번, 연락처,
재학상태 등

계약기간 02)6237- 810
6

㈜엘리트코리아

성명, 아이디, 학과, 학번 등

계약기간 02)6237- 810
8

㈜두드림멀티미디 졸업앨범 제작
어

성명, 학과, 사진 등

계약기간 02)541- 6804

㈜제이피넷

취업컨설팅(잡매칭)

성명, 아이디, 학과, 학번 등

계약기간 02)2178- 808
1

㈜엘리트코리아

취업컨설팅(잡매칭)

성명, 아이디, 학과, 학번 등

계약기간 02)561- 2133

㈜인앤잡

취업컨설팅(잡매칭)

성명, 아이디, 학과, 학번 등

계약기간 02)454- 1418

㈜다인리더스

HUMART교육시스템변경개발

학번, 이름, 학과,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덕성지수진단결과,
상담내역 등

계약기간 02)514- 3060

㈜이다시스템

언어교육원시스템 SW개발 및
유지보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집주소, 계약기간 070- 4077- 4
e- mail 등
738

웹캐시

교외연구통합관리시스템 SW개발
및 유지보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계약기간 02)3779- 901
8

특허법인 천문

지식재산권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계약기간 02)3453- 063
5

프린트 과금시스템 유지보수

취업진로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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