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현황
2018년도
순번

관리부서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계약명

업체명

업체주소

연락처

1

자치행정과

2018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티아이에스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36-5 (홍제동)

033-651-4363

2

자치행정과

2018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301, 9층

02-2031-9555

3

자치행정과

201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티아이에스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36-5, 2층 (홍제동)

033-651-4363

4

자치행정과

2018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현시스템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36-5, 3층 (홍제동)

033-823-3500

5

자치행정과

태백시 웹메일 등 유지관리 용역

㈜네오데이즈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8길

053-218-0923

6

세무과

2018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301, 9층

02-2031-9555

7

세무과

2018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301, 9층

02-2031-9555

8

세무과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세틀뱅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9~10층
(역삼동, 태광타워)

02-588-0813

9

세무과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제이컴모빌피아

경기도 고영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802호

031-908-0373

10 회계과

2018년 신계약행정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오플러스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10 (용현동)

031-853-3814

11 민원봉사과

2018년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

㈜티아이에스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36-5 (홍제동)

033-651-4363

12 민원봉사과

2018년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티아이에스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36-5 (홍제동)

033-651-4363

13 민원봉사과

2018년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한국에스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2005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02-2086-1950

14 민원봉사과

2018년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유지관리

㈜모노커뮤니케이션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8층
(가산동, KCC웰츠밸리)

02-333-7223

15 관광문화과

2018년 태백시 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디큐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62, 4~5층
(퇴계동, 디큐프라임빌딩)

033-241-9310

16 스포츠레저과

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위탁

태백시체육회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453, 2층 (문곡동)

033-550-2868

17 경제정책과

태백사랑상품권관리 프로그앰 유지보수

㈜아이티에스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51길 9 (효창동)

02-3274-1776

18 농정산림과

2018년 자연휴양림 실시간예약시스템 민간위탁

새론정보통신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269 (온의동)

033-244-0141

19 건설교통과

2018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파워테크놀로지

강원도 태백시 계산11길 45-20 (장성동)

033-553-4051

태백시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현황
2018년도
순번

관리부서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계약명

업체명

업체주소

연락처

20 건설교통과

2018년 방치자동차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세대아이티에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16번길 35 (부곡동)

051-515-1441

21 안전총괄과

2018년 방범(다목적) CCTV 유지보수 용역

㈜정진

강원도 태백시 철암공단길 64-4b동 (철암동)

033-552-1554

22 안전총괄과

2018년 나들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정진

강원도 태백시 철암공단길 64-4b동 (철암동)

033-552-1554

23 상수도사업소

태백시 지방상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한국환경공단(태백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77-12 (황지동)

032-590-4000

24 문화사업소

2018년 도서관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티아이에스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36-5 (홍제동)

033-651-4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