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현황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위탁업무 위탁내용 수탁업체 수탁자 연락처
금융보안원 연수 운영 교육 시 회원등록 및 연수운영 금융보안원 02-3495-9002

컨택센터 운영 컨택센터 운영관리 ㈜케이에스드림 031-900-7155
K-IFRS 계리평가 K-IFRS 계리평가 서비스 용역 ㈜미래에셋대우 02-6977-6451

증권박물관 운영 및 교육
증권박물관 운영(웹사이트 포함) 및 

이와 관련된 경제교육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031-900-7120

주주(권리배정) 명세표 제작 주주명부, 권리배정명세표 등 제작
한국예탁결제원 신협 02-3774-3656DM 및 우편물 발송

(KDR 관련 업무 포함)
DM 발송계약

CCTV 운영 CCTV 운영관리 ㈜케이에스드림 031-900-7155

펀드보고서 발송 및 반송
펀드보고서통합관리시스템관련 우편물 

발송 및 반송
대명아이티에스(주),

대성전산(주)
032-581-6789,
02-591-8822

사보 제작 사보 제작 용역 ㈜승일미디어그룹 070-7416-4124
전산운용실 운영 전산운용실(발송통지서 출력) 운영 ㈜케이에스드림 031-900-7155

인재육성시스템 운영 인재육성시스템 유지보수 ㈜인키움 02-2081-1020
전자메일시스템 운영 전자메일시스템 유지보수 ㈜솔인시스템 02-6749-6250
문서보안시스템 운영 문서보안시스템 유지보수 ㈜파수닷컴 02-300-9300~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에스엔테크놀로지 02-3014-8500
e-감사시스템 운영 e-감사시스템 유지보수

㈜씨에이에스 02-786-3815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내부통제시스템 유지보수

EMS시스템 운영 EMS시스템 유지보수 ㈜휴머스온 02-538-3776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인젠트 02-3289-0471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운영관련 전반 푸르니보육지원재단 02-583-8551
적격중개기관(QI) 신고 업무 예탁자 미국원천소득 신고 대행 법무법인 (유한) 광장 02-7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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