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개인정보 위탁 현황】

위탁목적 위탁내용 (위탁개인정보범위) 위탁기간
수탁업체

(대표번호포함)

금융투자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전자결제서비스

전자결제서비스를 위한 교육생 개인정보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접속IP, 

결제정보, 정산계좌정보, 주소)

 2020.07.01. ~ 
2021.06.30.

토스페이먼츠
(1544-7772)

본인인증 및 아이핀서비스 이용
금융투자교육원(사이버교육원), 자격시험접수센터 이용자 본인인증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내/외국인 여부)
 2020.02.01. ~ 

2021.01.31.
NICE신용평가정보㈜

(02-2122-4957)
실명확인

자격시험감독자, 전문인력, 투자권유대행인 및 퇴직연금모집인에 
대한 실명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020.02.01. ~ 
2021.01.31.

본인인증 협회시스템 회원의 본인인증 (성명, 휴대전화번호)
 2020.01.01. ~ 

2020.12.31.

K-OTC 및 
상속인조회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호가 및 체결정보 (증권사코드, 
지점코드, 계좌번호, 주문식별번호,  MAC), 상속인 금융거래관련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2020.01.27. ~
2021.01.26.

코스콤
(1577-3600)

K-NET(자본시장 공동망) 운영
자본시장 공동망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고객번호, 고객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2018.06.01. ~
2023.05.31.

코스콤
(1577-3600)

주차장 운영 위탁
주차장관리 개인영상정보처리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2020.01.01. ~
2021.12.13.

아마노코리아
(02-2164-9900)

사옥 및 금융투자교육원 건물관리 용역계약
사옥 및 금융투자교육원 건물관리관련 개인영상정보처리

(개인영상정보, 성명, 연락처, 부서명, 생년월일, 방문시간, 방문목적)
2020.01.01. ~
2022.12.31.

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
(02-3773-1114)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센터
운영관련 근로자 파견

교육관련 민원처리 및 진도관리 등을 위한 수강생 정보처리
(성명, ID, 성별, 생년월일, 회사전화번호, 소속, 직급, CI, 이메일, 

핸드폰번호, 수료이력, 입사년도)

2020.01.01. ~
2020.12.31.

스탭스
(02-2178-8000)

자격시험 응시료 결제서비스

자격시험 응시료 온라인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고객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구매내용, 계좌정보,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상품권 번호 및 상품권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정보, 결제정보, 접속 IP, 이메일)

2020.07.21. ~
2021.07.20.

이니시스
(02-3430-5781)

자격시험관리실 고객만족센터
운영관련 근로자 파견

자격시험 관련 민원처리 등을 위한 정보처리 (생년월일, 이름, 성별, 
ID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직장명, 직위, 부서, 외국인여부)

2020.02.27. ~
2021.02.26.

유니에스
(1566-9797)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교육센터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연수 운영
(회사명, 사번, 업무영역, 이름, 이메일, 부서정보, 
직위, 전화번호, 직급, 담당직무, 주민등록번호)

2020.01.01. ~
2020.12.31

금융보안원
(02-3495-9789)

고객만족센터 상담 녹취 시스템
전화상담 분산 및 통계 관리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소속회사, 수강내역, 핸드폰, 
입사년도, 직위, 부서, 직책, 관심분야, CI, ID) 

2020.01.01. ~
2020.12.31

SK브로드밴드
(160-5108)

금융투자교육원 LMS유지보수
LMS 시스템 유지보수

(성명, ID, 성별, 생년월일, 회사전화번호, 소속, 직급, CI, 이메일, 
핸드폰번호, 수료이력, 입사년도, IP) 

2020.01.01. ~
2020.12.31

대교CNS
(02-829-1600)

금융투자교육원 LMS운영
금융투자교육원 이러닝교육 및 LMS시스템 운영

(성명, ID, 성별, 생년월일, 회사전화번호, 소속, 직급, CI, 이메일, 
핸드폰번호, 수료이력, 입사년도, IP)

2020.07.01. ~
2020.12.31

FN이노에듀
(02-2179-5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