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관련부서 위탁업무명 수탁업체명 대표자 비고(담당자)

1 기획감사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휴메인시스템 권천수 박왕순

2 기획감사실 생거진천소식지 발송 ㈜진천자치신문 이상훈 기현호

3 산림축산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아이모인 송 현 문혜전

4 세정과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제작 제로텍 김인숙 구선희김해경

5 세정과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제작 티벳정보기술 김수현 이근석

6 세정과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세틀뱅크 채명길 김이섭

7 세정과 지방세일괄독려시스템 통합지방세ARS 서원정보 오승희 구선희

8 세정과 스마트앱지방세고지시스템 ㈜케이알시스 이영도 구선희

9 세정과 통합세외수입ARS 신용카드자동이체 수납시스템 서원정보 오승희 김영철

10 종합민원과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인쇄 티벳정보기술 김수연 송현정

11 평생학습센터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소프트상상 이영섭 정태호

12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소프트상상 이영섭 김동기

13 평생학습센터 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 링캠 이상혁 정태호

14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위탁 출력 제로텍 김인숙 이재홍

15 회계정보과 2016 도유재산실태조사 새한항업(주) 김여일,김기윤 김태자

16 회계정보과 진천군청 전화번호부 앱 ㈜유비투비 한진석 어준수

17 회계정보과 휴대폰문자시스템 ㈜아이하트 김형철 어준수

18 회계정보과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운영 ㈜경남전기통신 노춘희 어준수

19 회계정보과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진성네트웍스 홍철화 엄상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현황



연번 관련부서 위탁업무명 수탁업체명 대표자 비고(담당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현황

20 회계정보과 차량판독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진성네트웍스 홍철화 엄상인

21 회계정보과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13년, ’14년 설치) ㈜넥스파시스템 이상준 엄상인

22 회계정보과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08년, ’12년 설치) ㈜서건 김병욱 엄상인

23 회계정보과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진원정보 이선표 엄상인

24 회계정보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사업 ㈜선한솔루션 황상모 엄상인

25 회계정보과 SW자산관리시스템 ㈜새올정보기술 배상중 윤기주

26 회계정보과 DB접근제어시스템 ㈜새올정보기술 배상중 윤기주

27 회계정보과 새올행정통합로그인(SSO)시스템 및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유비앤티스랩 신철승 오창규

28 회계정보과 통합백업시스템 유지관리 ㈜새올정보기술 배상중 오창규

29 회계정보과 새올 행정메일 메신저 유지보수 ㈜에이스트 장영철 오창규

30 회계정보과 홈페이지 검색엔진 유지보수용역 ㈜레피아 양영찬 김정덕

31 회계정보과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새올정보기술 배상중 김정덕

32 회계정보과 웹서버보안 SW 유지보수 ㈜아토테크놀로지 윤홍근 김정덕

33 회계정보과 자동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 ㈜펠릭스 서광원 김정덕

34 회계정보과 홈페이지서버 유지보수 ㈜세이정보기술 최홍철 김정덕

35 회계정보과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에이텍정보기술 박영길 김정덕

36 회계정보과 진천군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소프트상상 이영섭 김정덕

37 회계정보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소프트상상 이영섭 이은선

38 회계정보과 컴퓨터 유지보수 ㈜델타시스템 정학수 임희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