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개인정보 위탁 현황
구분

기송부

기송부

기송부

위탁목적
사이버교육원 전산시스템

시스템 이용자관련 개인정보 처리

유지보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등)

본인인증 및 문자메세지

금융투자교육원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본인인증 및 아이핀서비

협회 보유 전문인력에 대한 일괄 아이핀 부여

스 이용

(전문인력의 이름, 주민번호 등)

채권거래전용시스템(프리
기송부

본드) 및 장외채권호가집
중시스템(BQS) 운영
자격시험 응시원서 인터

기송부

넷접수 및 합격자발표 용
역

기송부

기송부

기송부

기송부

위탁내용
(위탁개인정보 범위)

시스템 이용자관련 개인정보 처리
(성명, 회사명, 전화번호 등)
수험생 개인정보 처리
(성명, 주민번호 등)

자격시험대비 표준교재

교재 판매관련 개인정보 처리

제작·판매 위탁

(성명, 회사, 핸드폰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금융투자협회 푸르니어린

어린이집 운영관련 개인정보 처리

이집 위탁운영계약

(본인 및 자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계

주차장 관리 개인 영상 정보 처리

약

(개인영상정보,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사옥 및 금융투자교육원

사옥 및 금융투자교육원 건물관리관련 개인영상정보처리

건물관리 용역계약

(개인영상정보)

위탁기간

2013.01.10～2013.07.09

2013.01.01～2013.12.31

2013.02.01～2014.01.31

2013.01.01～2013.12.31

2012.04.01～2013.03.31

2012.01.18～2014.01.17

2012.07.26～2014.02.28

2010.11.01～2013.10.31

2011.10.11～2013.10.10

수탁업체
(대표번호 포함)

비고

넥스젠어쏘시에이트㈜

계약기간 만

(02-9600-5748)

료 삭제

슈어엠 주식회사
(1588-4640(202))
NICE신용평가정보㈜
(02-2122-4957)
코스콤
(1577-3600)
코테크시스템
(02-529-6015)
박영사
(02-733-6771)
푸르니보육지원재단
(02-581-8550)
아마노코리아
(02-2164-9900)
교보리얼코
(02-2290-4053)

홈페이지 등에 대한 외부
인력 상주 및 비상주 유지
기송부

보수 계약체결
(전문인력관리시스템 유

시스템 내 등록 전문인력 관련 정보 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등)

2013.03.01～2013.12.31

(주)토마토시스템
(3445-2194~7)

지보수)
홈페이지 등에 대한 외부
기송부

인력 상주 및 비상주 유지

통합로그인 사용자 정보처리

보수 계약체결

(성명, 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인증시스템 유지보수)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
기송부

센터 운영관련 근로자 판
견 계약

기송부

기송부

기송부

기송부

신규

교육관련 민원처리, 학습독려 및 진도관리 등을 위한 수강생 정보처리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임직원 사랑의 케익 구매

배송 대상자인 협회 임직원 개인정보

배송 계약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

복지카드 운영관련 업무

선택적 복지운영을 위한 협회 임직원의 개인정보

협약

(이름, 주민번호, 카드사용내역 등)

복지카드 운영관련 업무

선택적 복지운영을 위한 협회 임직원의 개인정보

협약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소속 등)

2013년 금융투자인명부

2013년 금융투자인명부 수록 개언정보

발간배포 계약

(협회, 회원사, 유관기관 임직원의 회사명, 성명, 연락처 및 이메일 등)

사이버교육원 전산시스템

시스템 이용자관련 개인정보 처리

유지보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등)

2013.03.01～2013.12.31

2013.01.01～2013.12.31

2013.04.01～2013.12.31

2013.04.01～2015.03.31

2013.04.01～2015.03.31

201306.26～2013.09.10

2013.07.10～2013.12.31

(주)토마토시스템
(3445-2194~7)
㈜유베이스
(032-310-6035 )
㈜파리크라상
(02-2040-3201)
신한카드
(02-6906-4580)
이지웰페어
(02-3282-7979)
지원출판사
(010-6220-5962)
넥스젠어쏘시에이트㈜
(02-9600-5748)

재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