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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및 제 3 자 제공 현황 

  

  

위수탁 현황(고객 및 온라인 방문자 대상)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처리기간 

1 Verticurl Pte Ltd 

프로모션, 세미나, 캠페인, 이벤트 등의 지원 및 관련 

후속조치 등 마케팅 관련 업무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제공의 동의를 

철회한 때.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2 MediaCom (Group M Korea) 

3 주식회사 티움 

4 풀아이디(Fullid)  

5 (주)포인트커뮤니케이션즈  

6 벨루스( Bellus ) 

7 MCS (Moving Contents Solutions) 

8 IDG Korea 

9 (주)캐모마일 비즈니스 앤 모어  

10 주식회사 와이컴즈  

11 (주)인제이매니지먼트 

12 (주)레온즈 

13 (주)리시드 

14 (주)에스이든 

15 윈스로드(주)  

16 우리올제시스템(주)  

17 ㈜그린벨시스템즈  

18 한일네트웍스(주)  

19 엘비텍(주)  

20 ㈜정원엔시스  

21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 

22 ㈜파오스파트너스 

프로모션, 세미나, 캠페인, 이벤트 등의 지원 및 관련 

후속조치 등 마케팅 관련 업무 및 당사 판매제품에 

대한 고객 문의∙상담 응대 관련 업무 

23 ㈜인성정보 

24 ㈜인텍앤컴퍼니 

25 엠토스솔루션스 

26 에스씨지솔루션즈(주) 

27 다올티에스(주) 

28 코오롱베니트 

29 (주)본정보 

30 에스에이치앤 

31 (주)브링인포 

32 SP 정보기술 

33 ㈜코어스톤 

34 ㈜탑인테크 

35 그레이프네트웍스 

35 ㈜에스브이인포 

36 (주)데이타솔루션 

37 (주)한빛마이크로시스템 
당사 판매제품에 대한 유지보수∙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련 후속 조치 일체 

38 토스페이먼츠 
결제처리(휴대폰,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수단, 환불계좌 인증) 및 결제도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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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제공 현황(델 테크놀로지스 임직원 대상)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기간 

1 Marsh Korea 직원 및 피부양자의 단체보험 가입 및 운영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제공의 동의를 

철회한 때.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2 인터케어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제공 

3 차움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제공 

4 ADP 직원 급여 관리   

5 Optum 직원 상담 서비스 제공   

6 HRQ 직원 교육 제공 

7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제공   

8 씨젠의료재단 직원 건강관리 및 보건상담 제공 

9 IOI 연말정산 및 4 대보험 업무 제공 

10 산업안전연구원 산업재해 기록 및 관리  

11 일신회계법인 연말정산 및 4 대보험 업무 제공 

12 (주)에스포티 휘트니스 센터 가입 및 운영 

13 신한은행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가입자에 한함) 

14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가입자에 한함) 

15 삼성증권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가입자에 한함) 

16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가입자에 한함) 

17 NH 농협은행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가입자에 한함) 

18 KB 국민은행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가입자에 한함) 

19 삼성생명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가입자에 한함) 

20 모바일이앤엠애드 명절 상품권 지급   

21 주식회사 티움 사내 행사 진행시 경품 지급 (대상자에 한함) 

22 (주)포인트커뮤니케이션즈  사내 행사 진행시 경품 지급 (대상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