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담당부서 위탁업무명 위탁내용 수탁기관(업체명) 주소 연락처

1 행정과 통합조직도 및 조직도 앱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통합조직도 및 조직도 앱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케이비즈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9 1544-3648

2 행정과 통합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 통합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 알앤비시스템 전남 순천시 장명로 29 062-951-5170

3 행정과 진도메일 시스템 유지보수 진도메일 시스템 유지보수 휴먼정보통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150 055-265-1767

4 행정과 홈페이지 보안 및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보안 및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 플러스원 광주 서구 시청로41 062-528-7877

5 행정과 군정홍보 및 조직도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 군정홍보 및 조직도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 새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02-468-5755

6 행정과 진도군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진도군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위치스 광주 남구 송암로 60 062-365-0224

7 행정과 새올행정 공통기반 유지보수 새올행정 공통기반 유지보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에이블정보기술)
서울 마포구 성암로 301 02-2031-9563

8 기획예산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휴메인시스템 서울 강남구 광평로56 1644-5214

9 주민복지과 진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진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임마누엘복지재단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4 061-543-8005

10 주민복지과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 위탁 운영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 위탁 운영 진도군산림조합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19-2 061-544-6101

11 주민복지과 진도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진도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진도효사랑복지원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1226-2 061-544-0087

12 주민복지과 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운영 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운영
삼육재단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841-16 061-542-5577

13 주민복지과 진도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 진도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
이랜드복지재단 진도군 노인종

합복지회관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22-11 061-544-5504

14 주민복지과 진도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운영 진도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운영 진도군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3 061-544-4893

15 안전생활지원과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카톨릭 광주사회목지회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061-544-9993

16 안전생활지원과 진도군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진도군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남호청소년회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061-542-7744

17 안전생활지원과 진도군 유스호스텔 위탁 운영 진도군 유스호스텔 위탁 운영 한국리더문화협회 진도군 고군면 진도대로 1320 061-543-5556

18 안전생활지원과 의신 어린이집 위탁 운영 의신 어린이집 위탁 운영 의신 어린이집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783 061-543-4395

19 안전생활지원과 조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도 어린이집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1길 58-26 061-542-7955

20 안전생활지원과 진도군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진도군 방범용 CCTV 유지보수 ADT캡스 서울 강남구 삼성1동 봉은사로 613 1588-6400

21 안전생활지원과 진도군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진도군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에스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25 1588-3112

22 민원봉사과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02-333-7223

23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주)한국타피컴퓨터 대전 유성구 테크로8로 48 042-721-3300

24 민원봉사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디에스앤피플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980-1000

25 관광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반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반 운영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061-544-5400

26 문화예술체육과 철마도서관  좌석예약시스템 유지보수 철마도서관  좌석예약시스템 유지보수 ㈜호디 서울 마포구 마포동 253 02-1661-4523

27 문화예술체육과
철마도서관  RFID시스템 및 자료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철마도서관  RFID시스템 및 자료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다인 광양시 백운로 1269 070-4337-4567

28 문화예술체육과 철마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철마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신한시스템즈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062-602-7377

29 문화예술체육과 철마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용역 철마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용역 ㈜소서스 광주 서구 백석길 8 062-952-0002

30 농업지원과 국공립 군내 어린이집 위탁운영 국공립 군내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은혜어린이집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846-23 061-543-0500

31 농업지원과 왕고개 어린이집 위탁운영 왕고개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서경복지재단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43-17 061-544-1005

32 보건소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브레인헬스케어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31

전주시 완산구 흥산중앙로 17

061-542-3004

063-274-9197

33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시스템유지보수 농기계임대사업 시스템유지보수 하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36 02-412-5324

34 안전생활지원과 2020년 진도군 민방위(5년차이상) 사이버 교육 2020년 진도군 민방위(5년차이상) 사이버 교육 ㈜허브에이치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40 02-6368-1965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