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진흥원이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의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흥원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회원파일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진흥원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합니

다.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 위탁내용

아이비솔루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1105호

02-577-2001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이
용관련 민원대응을 위한 모든 개
인정보의 처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
타워 서관 12층

02-2188-696
7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사업자신고 및 실적신고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회원가입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가입할 경우 
입력하는 모든 개인정보)

한국아이씨티(주)
서울시 동작구 사당
로 307, 4층

02-537-0076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교육신청 현황 확인 및 수료증 발
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성명,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전화번
호, 이메일)

(사)한국정보통신 
기술사 협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2, 918호

02-563-4500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회원구분 보유근거 보유목적 필수입력항목 선택입력항목 보유기간

일반회원 정보주체 동의 포털서비스 제공
성명, I-PIN, 전화번호, 
E-mail,주소

핸드폰번호 회원탈퇴시까지

사업자회원
관련법령,
정보주체 동의

포털서비스 제공

성명, I-PIN,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주소, 
부서, E-mail,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직책, 팩스번호

회원탈퇴시까지

발주자회원 정보주체 동의 포털서비스 제공

성명, I-PIN, 기관명, 
대표자, 주소, 부서, 
E-mail,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기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직책, 팩스번호

회원탈퇴시까지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진흥원이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의 회원가입, 각종 서

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흥원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

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회원파일

회원구분 보유근거 보유목적 필수입력항목 선택입력항목 보유기간

일반회원 정보주체 동의 포털서비스 제공
성명, 전화번호,
E-mail,주소

핸드폰번호 회원탈퇴시까지

사업자회원
관련법령,
정보주체 동의

포털서비스 제공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주소, 부서, E-mail,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직책, 팩스번호

회원탈퇴시까지

발주자회원 정보주체 동의 포털서비스 제공
성명, 기관명, 대표자,
주소, 부서, E-mail,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기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직책, 팩스번호

회원탈퇴시까지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진흥원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합

니다.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 위탁내용

㈜지에프컨설턴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5-2 
CSM빌딩 B1 
313호 

02-707-336
1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이
용관련 민원대응을 위한 모든 개
인정보의 처리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2층

02-2188-69
67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사업자신고 및 실적신고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회원가입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가입할 경우 
입력하는 모든 개인정보)

한국아이씨티(주)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307, 4층

02-537-007
6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교육신청 현황 확인 및 수료증 발

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성명,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전화번
호, 이메일)(사)한국정보통신 

기술사 협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2, 
918호

02-563-450
0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전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