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내역

순번 위탁업체명 위탁업무 위탁업체 연락처 관리부서

1 아이엠지테크(주)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70-8633-0772 기자재운영팀

2 ㈜ 아리테크 정기주차권 발급 업무 053-580-6169 관리1팀

3 ㈜칸테크 경영자정보 대외평가 시스템 솔루션 유지보수 02-570-3905 기획평가팀

4 ㈜씨아이테크 증명서 자동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053-312-2177 교무교직팀

5 ㈜아이앤텍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053-523-4536 교무교직팀

6 ㈜씨드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51-553-1545 교무교직팀

7 소프트21 보건진료센터 정보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02-422-0384 보건진료센터

8 데이타비전
명교생활관 자동문 출입통제 시스템·식당 

식수관리 유지보수 용역
053-475-5675 명교생활관

9 ADT 캡스
명교생활관 사생편의시설(택배실, 헬스장)

출입문 통제
1588-6400 명교생활관

10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02-2102-5590 입학팀

11 AHN심 원격교육원 서버지원장비 유지보수 051-626-0655 원격교육원

12 노마드랩 원격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하자보수 070-4268-1176 원격교육원

13 나눔아이앤씨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02-1544-9642 산학협력총괄실

14 대구은행 학생증 발급 053-740-2255 학생지원팀

15 ㈜상상인 전산망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 02-2167-8500 전산운영팀

16 ㈜범일정보 SUN 서버군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53-422-4005 전산운영팀

17 에스지에이㈜ 대구지점 솔루션군 유지보수 용역 070-8667-4289 전산운영팀

18 ㈜네오시스 HP 서버군 유지보수 용역 070-7749-4717 전산운영팀

19 요다정보기술주식회사 IBM 서버군 유지보수 용역 070-5222-3080 전산운영팀

20 ㈜데이타뱅크시스템즈 SSO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용역 053-746-5817 전산운영팀

21 아이티아이 시스템장비 유지보수 용역 053-721-6789 전산운영팀

22 ㈜삼정 디지탈정보 프린트 과금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53-755-0744 전산운영팀

23 ㈜아이디에스앤트러스트 그룹웨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2-550-8145 전산개발팀

24 ㈜비즈아이 솔루션 온라인 설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2-3406-9390 전산개발팀

25 ㈜코디시스템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유지보수 용역 050-2123-6000 전산개발팀

26 효성티앤에스(주) 매입관리서비스, SMS관리서비스 02-6181-2292 전산개발팀

27 오픈정보기술 WAS 솔루션 유지보수 용역 053-752-0234 교수학습개발센터

28 ㈜라이브텍 도서관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2-522-9656 학술정보지원팀

29 (주)유니닥스 PDF변환솔루션 유지보수 02-715-6622 학술정보지원팀

30 ㈜나이콤 도서관 출입게이트 인증 031-429-0050 학술정보지원팀

31 ㈜엠엘에스 도서관 전자책 이용 02-501-5593 학술정보지원팀

32 ㈜홍지씨앤에스 도서관 전자책 이용, 동영상 강좌 053-213-3377 학술정보지원팀

33 ㈜거성테크 도서관 전자책 이용 051-628-3585 학술정보지원팀

34 ㈜보인테크 도서관 전자책 이용 070-8785-4777 학술정보지원팀

35 ㈜플랜티엠 도서관 전자책 이용 070-4489-7074 학술정보지원팀

36 ㈜콘텐츠포탈 도서관 오디오북 이용 02-2038-4476 학술정보지원팀

37 ㈜주경야독 도서관 동영상 강좌 02-395-7909 학술정보지원팀

38 ㈜챔프스터디 도서관 동영상 강좌 02-537-0707 학술정보지원팀



순번 위탁업체명 위탁업무 위탁업체 연락처 관리부서

39 ㈜서브원 MRO(소모성 물품) 인터넷 쇼핑몰 거래 080-453-8585 구매팀

40 ㈜마크로밀엡브레인 신입생 KLC종합진단평가 통계분석 및 프로파일 02-3444-4000 학생상담센터

41 ㈜인싸이트 신입생 정신건강진단 검사 02-330-5133 학생상담센터

42 ㈜에듀스 온라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051-636-5593 진로취업지원팀

43 미래인재연구원 2020학년도 진로취업교과목 원격 수업 02-973-1112 진로취업지원팀

44 갬콤(주)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위탁 유지보수 053-745-0123 진로취업지원팀

45 갬콤(주) 대학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053-745-0123 진로취업지원팀

46 웹마니 HSK,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보수 053-424-6658
국제교류센터행정

팀

47 ㈜싸이웍스 현장실습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02-3431-5162 산학인재원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