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제 3자 제공 

 

본 방침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글로벌 기업인 회사는 오토데스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How Does Autodesk Disclose Your Personal Data?” 문단에 설명된대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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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처리위탁 

 

1)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한국에서 ‘회사’는 한국 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오토데스크코리아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 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 업체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계약에 

따라 한국 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 받은 자 위탁 업무의 내용 

(주) 인터스피어코리아 Intersphere Korea Co., Ltd. 번역 업무 및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 관리  

(주)리시드 Reseed Corp. 광고 및 프로모션 진행  

https://www.autodesk.com/company/legal-notices-trademarks/privacy-statement


(주)매크로매트릭스 MACROMATRIX 이벤트, 전시, 행사 및 마케팅 진행 

(주)와이와이- Waywai Co., Ltd. 광고 및 홍보 진행 

(주)이든앤앨리스마케팅 Ethan & Alice Marketing, Inc.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주)파오스파트너스  (PAOS Partners) 텔레마케팅, 마케팅 자동화 및 리드 생성  

Mixwith Inc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관리 및 운영 

Naver Corp. 검색 서비스 

에델만퍼블릭릴레이션스월드와이드코리아(주) Edelman P.R. 

Worldwide Korea Co., Ltd. 

디지털 마케팅, 홍보 및 소셜 미디어 마케팅 등  

주식회사 에프엠에이컴퍼니- FMA Company Inc 세미나 및 언론 인터뷰, 캠페인 및 웨비나, 파트사 이벤트 도구 개발 등 

Kakao Corp. 

 
대한민국 내 AutoCAD 대한 추가 마케팅 및 홍보 채널 제공 및 활동 

 

 

2) 국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의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Salesforce 

 

privacy@salesforce.com 

1-844-287-7147 

Salesforce Data Protection Officer 

415 Mission St., 3rd Floor 

San Francisco, CA 94105, USA 

미국 서비스 이용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국가 코드, 이메일, 이름/성, 

전화번호, 직함, 우편번호, 

사용자 ID, 거래정보 

위탁 업무 종료 시까지 

mailto:privacy@salesforce.com


SAP 

 

privacy@sap.com 

Lautenschlagerstrabe 

20, 70173 Stuttgart, Germany 

미국 서비스 이용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주소, 사용자 ID, 거래정보 위탁 업무 종료 시까지 

Siebel 

 

Oracle Corporation 

Global Data Protection Officer 

Willis Tower 

233 South Wacker Drive, 45th Floor 

Chicago, IL 60606, USA 

미국 서비스 이용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주소, 이메일, 이름/성, 

전화번호, 기기 ID, 거래정보 

위탁 업무 종료 시까지 

Marketo 

 

privacyofficer@marketo.com or 

DPO@adobe.com  

Adobe 

4-6 Riverwalk, Citywest Business Park 

Dublin 24, Ireland 

미국 서비스 이용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주소, 국가 코드, 이메일, 

이름/성, 전화번호, 사용자 ID, 

우편번호, 성별 

위탁 업무 종료 시까지 

Tealium 

 

dpo@tealium.com 

11095 Torreyana Road 

San Diego, CA 92121 

Attn: Legal Department 

미국 서비스 이용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분석, 동의여부, 쿠키(영구 및 

비영구 쿠키, 세션 쿠키), 

기기 ID, 기기명, 거래정보, 

웹사이트 링크 활동내역 

위탁 업무 종료 시까지 

 

  

mailto:privacy@sap.com
mailto:privacyofficer@marketo.com
mailto:DPO@adobe.com
mailto:dpo@tealium.com


2. 개인정보의 제 3자제공 

 

‘회사’는 자사가 이용할 목적으로 오토데스크 계열사(여기에서 오토데스크 계열사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및 한국에서 다음의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제공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구비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유한회사 디지털리버코리아, (주)에쓰씨케이, 

㈜YC코퍼레이션, 그루네트웍스, 글로벌소프트, 

글루온아이앤에스, 나무씨엔아이㈜, 다솔정보시스템㈜, 

(주)다우데이타, ㈜단군소프트, ㈜닷넷소프트, 

등대씨엔씨, 라원플랫폼, 라인테크시스템, 

㈜라임정보기술, 리드솔루션, 링크위드, 

(주)마이에스앤씨, ㈜마인드온, (주)메가비엠, 바다정보, 

㈜바스, ㈜비엘엠파트너스, (주)비주얼엑스퍼트컴퍼니, 

상상진화, ㈜새롬데이타, 소슬데이타, ㈜소프트베르크, 

소프트웨어원코리아(유). 소프트이천, 소프트플러스, 

㈜씨원씨앤에스, (주)아이센트릭, ㈜아이티기술, 

에스투데이타, 에이엔솔루션, 에이엠디티, ㈜에코라이트, 

㈜와이즈시앤에스, 위드엠테크놀로지, 율시스템, 

이노액티브, ㈜이디앤씨, (주)이십일세기소프트, 

㈜이안소프트, 이엠솔루션, 주식회사 아이베스트, 

주식회사 위프로소프트, 주식회사 윈테크솔루션, 

주식회사 제이와이컴퍼니, 주식회사 제이제이이노텍, 

줌인테크, 지오솔루션즈, 케이씨아이엠, ㈜코아텍, 

(주)큐브릿지, ㈜태인씨앤에스, ㈜테트라, ㈜티넷소프트, 

티움솔루션즈, 포스텍, 하이드로소프트, ㈜하코 

그래픽솔루션, ㈜한국아이엠유, ㈜한국인프라, 

㈜한주씨앤에스, ㈜해냄솔루션, ㈜호건코리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마케팅 

오토데스크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연락처 정보, 회사 

정보 및 구매/사용되는 

오토데스크 제품 관련 

정보 및 기타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https://www.autodesk.com/company/contact-us/office-lo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