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현황
 2021. 6. 10. 기준

NO. 위탁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위탁업무)
위탁 목적
(업무내용)

위탁 항목
(범위)

수탁기관 위탁기간

1 대변인 시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리 및 운영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심소프트 ‘21.2.1.~‘21.12.31.

2 대변인
시정소식지 봉투제작 및 

DM배송
시정소식지 배부 성명, 주소 제로텍 ‘21.1.19.~‘21.12.31.

3 운영지원과 인터넷원서접수 인터넷원서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1.1.~‘21.12.31.

4 운영지원과 직원 인사기록 정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

템 유지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1.1.~‘21.12.31.

5 운영지원과 직원 개인정보
세종시청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메리츠화재, DGB생명 ‘20.6.22.~’21.6.21.

6 정책기획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넥스가이드 ‘21.1.1~21.12.31

7 예산담당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성명, 주소, 연락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1.1.~‘21.12.31.



NO. 위탁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위탁업무)
위탁 목적
(업무내용)

위탁 항목
(범위)

수탁기관 위탁기간

8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내역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1.1.~‘21.12.31.

9 정보통계담당관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전용회선 및 전화기 

설정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솔버아이티 ‘21.1.1.~‘21.12.31.

10 정보통계담당관
정보시스템

(새올행정) DB서버
유지보수 성명, 주소, 연락처 ㈜델타시스템 ‘21.1.1.~‘21.12.31.

11 정보통계담당관 관제센터 유지보수 유지보수 성명, 주소, 연락처 ㈜파이오링크 ‘21.1.1.~‘21.12.31.

12 재난관리과
2021년 세종시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전자고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전자고지를 위한 

정보 제공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소속민방위대 

등
㈜콘텐츠펙토리상상역 ‘21.4.1.~’21.12.31.

13 자치분권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DB서버
유지보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아이넷 ‘21.1.1.~‘21.12.31.

14 세정과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자치단체 업무처리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등 

세틀뱅크(주) ‘21.1.2.~‘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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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정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자치단체 업무처리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정보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1.2.~‘21.12.31.

16 세정과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2단계 1차년도)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4.24.~‘21.5.24.

17 세정과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제작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등
제로텍 ‘21.1.7.~‘21.1.11.

18 세정과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제작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등
제로텍 ‘21.1.7.~‘21.1.11.

19 세원관리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

템 
유지보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1.1~‘21.12.31

20 세원관리과
차량탑재형 및 영치시스템 

고도화 운영 유지관리
영치시스템 장비 및 
운영 S/W 유지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등 

㈜제이컴 모빌피아 ‘21.1.1~‘21.12.31

21 세원관리과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 

서비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전자압류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등

NICE평가정보(주) ‘21.1.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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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지원과 도서관리시스템 DB서버 유지보수 성명, 주소, 연락처 ㈜제이엔씨소프트 ‘21.1.17.~‘21.12.31.

23 경제정책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담배소매인지정 기준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성명, 상호, 소재지, 
연락처

한국담배판매인회세종조
합

‘19.1.1.~‘21.12.31.

24 스마트도시과 CCTV 영상정보
스마트시티

통합유지보수
CCTV 영상정보 ㈜에이블정보기술 ‘21.1.1.~‘21.12.31.

25 주택과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업무 지원 이름, 주소, 연락처 (사)한국석면안전협회 ‘21.5.11.~‘21.12.31.

26 토지정보과 토지(임야)기본 토지특성업데이트 용역 성명, 주소, 연락처 에스아이티엘 ‘21.1.19.~‘21.2.18.

27 의정담당관
의원, 의정모니터, 

행정사무감사제보자개인정
보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가온기술 ‘21.1.1.~‘21.12.31.

28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기계임대사업관리 시스템 
DB서버

유지보수
성명, 주소,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샘밑 ‘21.1.1.~‘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