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4.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구분 (서비스명)

위탁 협력회사

위탁 업무 내용

이동전화,

SK㈜

이동전화 및 IoT 서비스의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WCDMA, LPWA

(주)KSK대리점 등 1,417개 (별첨1)

이동전화 및 IoT 서비스 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유치 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서비스탑주식회사

고객센터, 지점을 통한 이동전화 또는 IoT 관련 각종 조회 및 변경신청 업무의 처리, 통화
내역 발급, 명의도용 접수, SMS 수신 확인, 임대폰업무, 서비스 가입 · 변경 · 해지, 번호이
동, 요금수납 및 기타 상담고객센터 등 고객접점채널 교육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

에스케이 플래닛㈜, SK텔레콤 고객센터(서비스에이스

개인정보 이용, 처리 위탁 및 정보/광고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한 SK텔레콤의 상품, 서

주식회사, 서비스탑주식회사), 피에스앤마케팅주식회

비스 및 제휴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광고,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제공 활동

사,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SK네트웍스㈜

단말기AS 업무 처리

서비스에이스㈜, 모바일와이드, 비제이네트웍스㈜

해외 로밍 신청 접수 처리, 고객 상담 업무 및 각종 안내장 발송

에프앤유신용정보㈜,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우리신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및 추심업무 관련 고객 상담

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엠지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주식회사

요금청구서/DM 우편물 발송, 신청서 심사, 비정상 개통 모니터링

엠지신용정보주식회사

명의도용 조사

네트웍오앤에스

통화품질 관련 고객 상담업무 처리, 서비스 품질 및 시스템 통화품질 분석 업무

㈜에스케이 티엔에스, 유한회사 실릭스, 에프투텔레

중계기 설치 및 철거

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KDN, TNS, ㈜한국능률협회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설팅, 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주식회사 디에스알컴퍼
니, Panel Marketing Interactive, ㈜서울마케팅리서치,
나이스알앤씨주식회사,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오
픈서베이, 칸타코리아, ㈜엠브레인
에스케이 플래닛㈜

이동전화 또는 IoT 부가서비스 관련 고객불만 처리 및 통화VAS류, SMS류, 스팸차단류, 소
리샘류, 컬러링류 등 서비스의 운영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번
호) 및 본인확인정보의 처리
※ '본인확인정보' 는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정보입니다.

한국모바일인증 주식회사,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서

휴대폰 본인인증 업무 대행, 웹사이트로의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연계정보(CI), 중복가입

울신용평가정보㈜,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

확인정보(DI) 전달

사, ㈜KG모빌리언스, ㈜다날, ㈜드림시큐리티, 에스케
이 플래닛㈜,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케이인포섹㈜, 문서지기㈜

HDD 등 저장매체, 신청서 수거 및 파기

㈜넥스모어시스템즈

위치정보 자기제어/자녀안심/i-Kids/자녀안심플러스 서비스 운영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T쿠폰 / T데이터쿠폰 / T로밍쿠폰 / oksusu데이터프리 이용권 / IoT 이용권(쿠폰) / 제주도
프리 서비스 운영

루카스

스마트T지킴이 서비스 운영

엠드림커뮤니케이션

휴대폰인증 보호서비스 운영

에스케이인포섹㈜

T페르소나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주식회사 노매드커넥션, SK브로드밴드㈜

T안심콜 서비스 운영, 선거여론조사 안심번호 운영

주식회사 노매드커넥션

T콜싱크

㈜모비젠, 주식회사 아즈넷

서비스 품질 및 상품 분석을 위한 고객정보 시스템/인프라 운영

㈜모엔트

T통화도우미 어플 / T메모링 / T메모링 프리미엄 / 넘버플러스II / T share 어플 / T원넘버 서
비스 운영

브이피주식회사

모바일 ISP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주식회사 수미온

스마트 인증

㈜씽크풀

로그인 도용방지

에스케이 플래닛㈜

통신과금을 위한 시스템 운영

SK㈜, 주식회사 민앤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PASS App 운영

주식회사 위자드랩

문자매니저 서비스(일반/프리미엄) 운영

네트웍오앤에스,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스팸발송자 이용 제한 및 스팸 차단

에스피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스팸필터링서비스 운영, 문자스팸발송 및 수신차단

㈜모비젠

060스팸ARS 차단서비스 운영, 음성스팸발송 및 수신차단

삼일회계법인 등 자산실사법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엔텔스

분실폰찾기 서비스 운영

㈜에스모바일

쿠키즈워치 서비스 운영

SK㈜

척척할인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에이티솔루션즈

전화번호안심로그인 서비스 관련 상담 문의 및 접수 응대

㈜엔텔스

IoT 플랫폼 ‘ThingPlug’ 운영

㈜ADT캡스

ADT캡스상품과의 결합 혜택 제공 및 결합상품의 유치 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주식회사 고잉나우

미니폰 단말기 A/S 및 고객응대

11번가㈜

휴대폰 판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운영 업무 및 고객 상담

Amazon Web Services, Inc.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운영

SK텔링크㈜

클럽기변 서비스(V40 클럽, 아이폰 클럽 등) 가입자 정보 전산 처리 및 유지 관리

인터넷, 전화(시

SK㈜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의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내전화,

SK브로드밴드㈜

가입자 모집 및 관리

조안 등 818개 (별첨2)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유무선 결합상품

전화)

인터넷

의 유치/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서비스탑주식회사

고객센터, 지점을 통한 이동전화 관련 각종 조회 및 변경신청 업무의 처리, 정보/광고 전송
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처리위탁 및 정보/광고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한 요금제 컨설
팅 및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회사의 상품, 서비스 또는 회사의 계열사·협력사·제휴사·기타
타사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 부가서비스·금융서비스(보
험, 증권 등), 기타 부동산, 여가, 예술, IT, 건강, 생활, 쇼핑 등의 서비스 등 회사가 제휴한
상품 또는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가 타사(통신, 방송사업자 포함)의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입, 권유 및 컨설팅 활동과 제반 프로모션 이벤트 활동, 통화내역 발급,
명의도용 접수, SMS 수신 확인, 임대폰업무, 서비스 가입·변경·해지, 번호이동, 요금수납 및
기타 상담 고객센터 등 고객접점채널 교육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 서비스 개통/장애처리,
품질개선활동, 통신장비 관련 장애처리, 단말기 고장수리, 가입자에 대한 개통/설치, 서비스
기능안내,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홈앤서비스 주식회사, ㈜유티월드, 주식회사 신석, 도

고객유치/고객상담/상품개통 · 장애처리/민원처리

진정보통신, 주식회사 에프원텔레콤, ㈜케이지텔레콤,
문산방송, (주)굿모닝철원방송, 동량방송, (주)내수케이
블방송, 보은유선방송사, 보은케이블방송(주), 주식회
사 씨씨비, (주)오창케이블방송, 중앙네트워크, 영서정
보통신(주), JCN정보통신, (주)화천케이블넷
SK네트웍스㈜, 네트웍오앤에스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에프앤유신용정보주식회사

요금청구서 발송

에프앤유신용정보주식회사,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주식

미납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회사, 우리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엠지신용정보
주식회사
미래글로벌주식회사

가입신청서 심사

우리신용정보㈜, 엠지신용정보주식회사

명의도용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KDN, ㈜엠브레인, TNS, ㈜한국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능률협회컨설팅, 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주식회사 디
에스알컴퍼니, Panel Marketing Interactive
(주)제이투유지콤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 사업(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한 고객관리 및 요금정산 업무

브로드밴드TS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가입/변경사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유무선 결합상품
의 유치/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T 월드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행복나래 주식회사

비정상영업 모니터링, 사은품 배송

SK㈜

T world, T world Direct, T roaming,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피에스앤마케팅주식회사

T world Direct의 상품 주문 처리 및 고객 상담

제니엘맥

T world Direct의 T기프트 발송업무, 고객문의사항 처리업무

핫프랜드

T world Direct의 액세서리, T기프트 발송업무

㈜대유위니아, 위닉스, ㈜세이프텍, 아사아블로이코리

T world Direct의 Smart Home 상품 발송업무

아 주식회사 아이레보, 린나이코리아(주),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청호나이스, SK매직㈜

T ID
T멤버십

우체국, 씨제이대한통운㈜, 한진퀵서비스, 중앙 TNC

T world Direct 상품 배송

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T world Direct 회원 본인인증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서비스탑주식회사

T world 고객 상담 및 응대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로밍쿠폰 서비스 운영

주식회사 데이터리셔스한국

T world, T world Direct, T로밍 사이트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개선

유엔젤㈜

T world 문자서비스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SK㈜

T아이디 시스템 개발 및 운용

에스케이 플래닛㈜

T아이디 시스템 개발 및 운용

SK㈜

T멤버십 사이트 및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에스케이 플래닛㈜

컬처 서비스 (공연예매 시스템 운영, POC운영, 공연 관람권 소싱), T멤버십 서비스 운영대
행, T멤버십 서비스 이용내역 관리 및 정산

㈜옴니피앤씨

초콜릿 서비스를 통한 쿠폰 주문 처리 및 고객 상담 (상품 소싱, 상품페이지 디자인, 벤더
정산, 고객응대)

T 전화

Bill letter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영화예매 서비스, 시스템 수정/개발, 모니터링, CS처리, 시사회 진행, 기타

에프앤유신용정보주식회사, ㈜와이비엘

T멤버십 플라스틱 카드 발급, 출력 및 발송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데이터쿠폰, 데이터프리존, 데이터충전소 서비스 운영

㈜블루밍 코리아

Table 2018 행사 기획 및 운영 (이벤트 운영기간에 한정)

(주)애드캡슐소프트

T전화 홈페이지 운영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안심통화/T114 서비스 운영(품질관리, 고객응대, 기능개선 등)

(주)티아이스퀘어

서비스개발 및 운영(품질관리, 고객응대, 기능개선 등)

SK㈜

서비스 운영 및 회원상담업무 위탁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단, 개별 청구회사의 요금안내서 발송 대행과 관련한 처리위탁은 각 청구 회사의 처리위탁
내용에 따르며, 회사는 청구회사별 신청 화면에 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업체를 처리위탁업
체로 인정할 뿐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아니함

Cloudberry
GeoVision

서비스탑주식회사

고객 상담업무 및 민원 처리

(주)애드캡슐소프트

클라우드베리 이벤트/프로모션 운영

주식회사매지스

웹사이트 개발 구축 /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 / 고객 상담 내역 관리

㈜케이지이니시스

신용카드 결제 처리 위탁 업무

LTE코인

NUGU

NUGU

에스케이 플래닛㈜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회원 본인확인 서비스, 비용 정산

한국모바일인증 주식회사

회원 본인확인 서비스

㈜인프라웨어

시스템 운영

㈜필링크

NUGU 고객 VOC 처리 시스템 운영(PMS), 빌링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탑주식회사

NUGU 고객 VOC 처리 시스템 운영(PMS) 업무

에스케이 플래닛㈜, SK브로드밴드㈜

NUGU 고객 VOC 처리 시스템 운영(PMS)

㈜코마스인터렉티브

이벤트 대행

에스케이 플래닛㈜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개발 업무,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고도화 개발 업무, 커뮤니티 서

Developers
(NUGU

오픈플

비스 운영 및 개발 업무
㈜비디

서비스 운영 업무

랫폼)

MATTHIAS SOLUTION

서비스 모니터링 및 테스트

SKT 로밍 (인바

SK㈜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운드)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로밍센터 통해 가입 시, 고객 정보 수집 후 가입 처리 진행
고객 여권번호/성명/국적 정보를 통해 서비스 재이용 여부 확인 후, 재이용 고객에 한하여
임대료 50% 할인 프로모션 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휴 병원 통해 메디폰 렌탈 서비스 가입 시, 고객정보 수집 후 가입 처리 진행

크림하우스주식회사

사이트 운영/개발

SKT 블로그

(주)대학내일

신청자 정보 확인, 뉴스레터 발송, 문의응대 및 공지 전달, 이벤트 참여 및 경품 발송

Smart CHECKIN

에이티온 주식회사

Smart CHECKIN 시스템 및 웹서비스 운영

Smart Fleet

유엔젤㈜

웹사이트 개발 구축 /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 / 고객 상담 내역 관리

㈜모비젠

Smart Fleet Data Analytics 시스템 개발

Smart Insight

주식회사 데이타솔루션

Smart Insight 서비스 운영대행

T ARS

에스케이 플래닛㈜, ㈜아이오케이컴퍼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API Portal

SK㈜

SK telecom API Portal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舊 T Biz Point)

㈜네오포스코리아

웹사이트 위탁 운영 및 고객상담 업무

㈜비디 및 주식회사 비디스낵

T developers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고객불만 처리 및 고객상담 업무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SK telecom API Portal 회원 본인인증 (아이핀 인증, 핸드폰 인증)

T cloud biz

T map

㈜비디

T cloud biz - 웹사이트 위탁 운영 및 고객상담 업무, Cloud Storage 상품 운영

에스케이인포섹㈜

T cloud biz - 정보보안서비스 운영

SK브로드밴드㈜

T cloud biz - Cloud Data Center 운영, CDN 위탁 운영

㈜에스엠솔루션즈

T cloud biz - 인프라 운영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T cloud biz - 고객센터 운영 및 상담 업무

링크큐브 주식회사

교통정보 수집/가공/운영 및 SK MAP (POI) 데이터 수집/가공/운영 업무, T map 서비스 제
공시스템(POI, RP/RSD 등) 운영/유지보수, 자동차/ /보행자 경로 안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처리정보 : MDN, 출발지 좌표), 운전습관 데이터 수집/가공/운영, VSM 지도 생성/배포 업
무, VSM admin 개발/운영 업무

주식회사테크프러스

MAP/POI 데이터 수집/가공/운영 유지보수 및 품질 관리 도급 업무 및 VOC 대응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필링크, 서비스탑주식회사

고객상담 업무

㈜네오넥스소프트

T map 서비스제공시스템(G/W, 서비스 뷰어, 운전습관 등), 인증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알마커뮤니케이션㈜

T map 홈페이지/운전습관/이벤트/맵배포/엔나비/관리자/초대장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
수, 르노삼성차 내비게이션, 쌍용차 내비게이션 유지보수 운영 및 고객 VOC 처리, EDC 인
증관리 및 정산시스템 운영/유지보수

SK㈜

고객상담시스템 개발/운영 관리

에스케이 플래닛㈜

T map 서비스 제공시스템(push/인증정보(cache 처리)/이미지 다운로드/Open API/검색/통계
등) 운영/유지보수, App오류보고, IT 보안/관제, POI 데이터 수집/가공/운영 업무
T map 서비스 검증(QA) 및 인프라(IDC) 운영 업무, T map 서비스 데이터 분석 업무, T map
프로모션 디자인 및 퍼블리싱 업무

T map 택시 (승

원스토어 주식회사

MAP 다운로드(VSM 및 Car MAP) 제공시스템 관리 업무

㈜와이드티엔에스

T map 내 특정시점 쿠폰/메시지 제공 시스템(모멘티) 개발 및 운영 업무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교통/경로/Map 컨텐츠 운영 및 VOC 대응

에스케이 플래닛㈜

T map 택시 서비스 개발/운영

객용)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한 POI 데이터 수집/가공/운영 업무. 검색 관련 통계 및 서비스 오
류, 사용성 데이터 보고, 이벤트/혜택 제공 업무
주식회사 나비콜

T map 택시 서비스 개발/운영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T map 택시 서비스 개발/운영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T map 택시 고객센터 운영

T map 택시 (기

에스케이텔링크주식회사

안심번호 제공

SK㈜

고객센터 녹취시스템 운영관리

SK브로드밴드㈜

SMS/MMS 등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에스케이 플래닛㈜

T map 택시 서비스 개발/운영, POI 데이터 수집/가공/운영 업무,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업

사용)

T Share

무 (예: 기프티콘 발송)
주식회사 나비콜

T map 택시 서비스 개발/운영,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업무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T map 택시 서비스 개발/운영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T map 택시 고객 센터 운영

SK브로드밴드㈜

SMS/MMS등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SK㈜

고객센터 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모엔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T World Direct

SK㈜

T world, T world Direct, T roaming,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피에스앤마케팅주식회사

T world Direct의 상품 주문 처리 및 고객 상담, 액세서리, T기프트 발송업무

제니엘맥

T world Direct의 T기프트 고객문의사항 처리업무

핫프랜드

T world Direct의 액세서리, T기프트 발송업무

우체국, 씨제이대한통운㈜, 신한로직스

T world Direct 상품 배송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T world Direct 회원 본인인증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서비스탑주식회사

T world 고객 상담 및 응대, T world Direct 고객 상담 및 응대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로밍쿠폰 서비스 운영

주식회사 데이터리셔스한국

T world, T world Direct, T로밍 사이트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개선

유엔젤㈜

T world 문자서비스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행복나래 주식회사

T world Direct 이벤트 프로모션 구매

T.um

SK㈜, ㈜시너지이십일

웹사이트 운영 및 시스템 관리

Tbrand_Twifi

SKT 대리점,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서비스 관련 가입절차 처리/안내, 고객상담, 서비스관련 정보 제공 등

㈜다날

본인 인증(다날에서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를 조회하여 확인), 휴대폰 소액결제 등 요
금결제 및 정산

㈜케이지이니시스

본인 인증(이니시스에서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를 조회하여 확인), 신용카드결제 등 요
금결제 및 정산

T-pet

SK㈜

사이트 가입/ 상품 구매 및 이용 관련 정보 제공, 요금결제 및 정산

㈜아이그로브

서비스 전반운영,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
사항 전달

㈜셀리지온

Tpet 단말 관련 서비스 운영

T가드 (T백신)

㈜유비벨록스모바일, ㈜아이넷캅

서비스 개발 및 운영 (품질관리, 고객응대, 기능개선 등)

T그룹통화

㈜티아이스퀘어

서비스 운영 (품질관리, 기능개선, 모니터링 등)

T메모링프리미

㈜모엔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엄
T스마트세이프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SK㈜

상품 가입자 정보 전산 처리 및 유지/관리

피에스앤마케팅주식회사

보상 단말 기변 처리

에스케이 플래닛㈜

휴대폰보험 홈페이지 관리, 휴대폰 보험 고객센터 운영 및 시스템 관리, 보상 단말 기변
처리,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상품서비스 안내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휴대폰보험 고객센터 운영, 휴대폰 보험 고객센터 시스템 관리, 휴대폰 보험 홈페이지 관
리, 보상 단말 유통망 배정 관리

모바일TCS㈜

휴대폰보험 고객센터 운영, 휴대폰 보험 고객센터 시스템 관리, 보상 단말 기변 처리

삼성전자㈜

폰세이프 AS팩 서비스 제공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휴대폰, 아이핀, 범용공인인증 업무 수행

T스팸 필터링

에스피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스팸필터링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품질관리, 고객응대, 기능개선 등)

T안심콜

주식회사 노매드커넥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T인증

주식회사 민앤지

PASS(구 T인증) 앱 유지 보수, 서비스 운영, 가입자 관리 등 지원 업무

T전화 함께보기

㈜티아이스퀘어

T전화 함께보기 운영(품질관리, 기능개선 등)

T청소년 유해차

㈜블랙스톤

T청소년 유해차단 개발, 서비스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T청소년 안심팩

㈜블랙스톤

T청소년안심팩 개발, 서비스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T 콜싱크

주식회사 노매드커넥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및 에이전트 앱 개

단

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T통화 매니저

에스케이 플래닛㈜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U-안심알리미
고객참여형
회공헌 포털
기업 T월드

사

(주)케이웍스

U-안심알리미 서비스, 팜 서비스,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고객 상담 및 응대

주식회사 루키스

U-안심알리미 시스템 운영(손목형 기기)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T-together(GiveU, WithU 서비스 포함) 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 관리

처음소프트

이메일 발송 업무

세종텔레콤

문자 메세지 발송 업무

SK㈜

기업 T world 사이트 개발 및 운영
기업 T world 법인폰 고객 센터 운영

넘버 플러스II

㈜모엔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스마트홈

㈜유비벨록스모바일

서비스 개발/운영/유지보수 업무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서비스탑주식회사

고객센터 운영

㈜케이지이니시스

신용카드 결제 대행

에스케이 플래닛㈜

휴대폰소액결제 대행, 실명인증 대행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아이핀 실명인증 대행

㈜네오넥스소프트

고객센터 녹취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시너지이십일, ㈜쿠프마케팅, 시티엘플러스, ㈜젤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진행 대행(이벤트 응모, 추첨, 고객상담, 배송 등)

블루코리아, SK매직㈜, ㈜대유위니아, NCIN, 에스케이
플래닛㈜, 주식회사 루키스, 제니엘맥
SK네트웍스㈜

스마트홈 기기 보관, 유통

씨제이대한통운㈜

스마트홈 기기 AS접수

㈜이에이치아이

스마트홈 기기 AS(수리, 교환 등) 업무

우정사업본부(동작우체국), 핫프랜드

스마트홈 기기 물류대행/배송

선일금고,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린나

스마트홈 서비스 가입 마케팅 및 이와 관련된 광고/정보 전송, 전송 대행 등

이코리아㈜, 롯데알미늄㈜, ㈜하츠, ㈜한국모바일넷,
㈜위닉스, 에스케이 플래닛㈜, 주식회사 유베이스, 현
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매직㈜, 이지스엔터프라
이즈㈜
㈜위닉스, ㈜경동나비엔,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주)
코맥스, 현대통신 주식회사, 홈넷홈㈜, HDC 아이콘트

서비스 연동

롤스, 자이S&D, 주식회사코콤, 경동원, 삼성 에스디에
스 주식회사, ㈜씨브이네트, YPP(주)
SK브로드밴드㈜, 동부대우전자서비스㈜, SK브로드밴

설치용역/위탁영업

드(주) 위탁 지역별 Home고객센터 (세부 내용 :
https://www.sktsmarthome.com/html/privacypolicy.html)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세부

내용

:

위탁영업

https://www.sktsmarthome.com/html/privacypolicy.html)
오키토키

㈜티아이스퀘어

오키토키 운영(품질관리, 기능개선 등)

초콜릿

㈜옴니피앤씨

쿠폰/상품 배송, 주문 처리 및 고객 상담

SK㈜

T멤버십 사이트 및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에스케이 플래닛㈜

기프티콘 서비스 (기프티콘 소싱, 운영 등)

㈜케이지이니시스

결제서비스 제공

㈜에스모바일

쿠키즈 서비스 고객 및 이용 현황 분석, 서비스 개선

㈜필링크

쿠키즈 샵 고객 및 이용 현황 분석, 서비스 개선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쿠키즈 포인트 및 T모아금액권 운영, 쿠키즈 포인트 고객 및 이용현황 분석, VOC 처리

KCP

쿠키즈샵 전자결제 대행

물류업체 및 배송업체

주문상품의 배송 정보 제공

㈜비디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고도화 개발 업무

서비스탑주식회사

고객센터 고객 응대 업무

㈜시드포스트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및 개발 업무

SK㈜

고객상담/빌링/청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넥스모어시스템즈

“서비스” 웹사이트 및 기반 플랫폼서버 개발 및 운영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서비스” 회원 본인인증 (마이핀인증, 휴대폰 인증), 법인인증(법인공인인증서인증)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서비스” 고객 상담 및 응대, 법인위임대리인 구비서류 심사 및 전산등록

에프앤유신용정보주식회사

납부 독려 및 채권 추심

SK네트웍스㈜

A/S, 이전설치 및 감리 업무

한화손해보험㈜

안심보상 서비스 가입 및 보상 제공

쿠키즈 워치 준

포인트캠

서울보증보험㈜

할부구매 시 신용보험 가입 및 미납금 추심

네스트아이엔티

총판 대리점

㈜안텍솔루션스

총판 대리점

제안채널

SK㈜

고객제안 사이트 운영

IR정보 이메일

Eurolandcom AB

투자가 및 에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IR관련 주요 정보 이메일 서비스 대행

IoT Portal

㈜비디

IoT Portal 사이트 개발 및 운영

코치코치

헬스커넥트㈜

서비스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및 건강코칭서비스

㈜크림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위버시스템즈㈜

클라우드 운영 및 서버점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및 서버점검

헬스플러스㈜

건강코칭 서비스

에스케이 플래닛㈜

영한동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SP텍

영한동 사이트 내 상품/웹사이트 관련 고객문의 대응

㈜에스엠컬처앤콘텐츠 광고사업부문

0캠퍼스 프로그램, 이벤트 마케팅 업무 대행

더컨버전스

0순위 여행 대상자 선발, 프로그램 운영 대행

에스케이 플래닛㈜, ㈜시너지이십일, ㈜큐보스

0 teen 데이터 스테이션, 0 teen 위크 제휴 마케팅, 쿠폰, 프로그램 운영 대행

㈜코나카드

0초이스 코나카드 발급, 이용, 이벤트 및 고객 응대

T&캡스

SK브로드밴드㈜, 에이디티캡스

T+ADT결합상품의 신청처리 및 제공

T view partner

SK네트웍스서비스

카메라 및 센서류 AS 등

T아너스클럽

㈜시너지이십일

T아너스클럽 사이트 개발, 프로그램 운영 대행,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 대행(이벤트 응모,

영한동

추첨, 배송, 고객상담 등)
(주)씨티엘플러스

T아너스클럽 사이트, 혜택 관련 고객문의 대응

(주)하나투어

경품안내 및 예약제공

(주)대진아이엔티

경품관리 및 배송진행

㈜씨너지아이앤티

경품관리 및 배송진행

RCS

삼성전자

RCS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분실안심 990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서비스 운영

5G Game Clan

시너지21

서비스 운영

UVO

기아자동차㈜

통신 가입 업무 대행

Cloud

SSM

Portal

SK㈜

SK telecom CloudSSM Portal 사이트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SK인포섹

솔루션 상품 및 웹사이트의 고객유치, 고객상담, 고객관리 및 설치, A/S 등 유지보수 및 웹
사이트 위탁 운영

에프엔유신용정보주식회사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및 추심업무 관련 고객 상담.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고객센터, 서비스 가입.변경.해지, 요금수납 및 기타 상당고객센터 등 고객불만 처리 및 고
객상담 업무

5GX VR 팩

㈜SK네트웍스, CJ대한통운

쿠폰 제공 및 배송지 정보 조회, VR 기기의 배송을 위한 물류 업무

행복커뮤니티

SK브로드밴드㈜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운용

별첨 1. 이동전화 및 IoT 서비스 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유치 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주)KSK 대리점, (주)SK 솔루션, (주)고우넷, (주)굿엔텔레콤, (주)글로벌통신, (주)나우티앤에스, (주)너른컴, （주）네오지앤피, (주)넥스트유원, (주)누리텔레콤, (주)뉴스콤,
(주)다우데이타, (주)대교, (주)대신네트웍스, (주)대창이노베이션, (주)더존비즈온, (주)드림링크, (주)라이프온통신, (주)라이프포스, (주)로지시스, (주)루키스, (주)루키스 IoT,
(주)모람씨앤티, (주)모터클럽, (주)바른커뮤니티, (주)바이텍씨스템 ICT, (주)브레인아이씨티, (주)블루게이트, (주)블루코어, (주)비엔커뮤니케이션, (주)비엠시스솔루션,
(주)비엠시스솔루션 IoT, (주)비엠에스네트웍, (주)비즈엠솔루션, (주)삼성아이피, (주)샤인정보, (주)성우텔레콤, (주)세원정보시스템, (주)세종텔레콤, (주)셀리지온, (주)스마트로,
(주)신도에스디알, (주)신흥정밀, (주)신흥정밀, (주)씨아이피시스템, (주)씨앤테크, (주)씨엠에스정보통신, (주)아이브릿지, (주)아이피티네트웍스, (주)알지네트웍스,
(주)앰투앰넷, (주)에세텔, (주)에스메카정보통신, (주)에스앤에프솔루션, (주)에스에이치 커뮤니티, (주)에스에이치텔레콤, (주)에스케이유, (주)에이아이엠컴,
(주)에이치에스에이치, (주)에이티솔루션즈, (주)에이포원, (주)엔드모바일, (주)엔에프텔레콤, (주)엔티모아, (주)엘렉스정보통신, (주)엘버하이테크, (주)엘비씨소프트,
(주)엠씨넥스, (주)엠씨페이, (주)엠플레이스, (주)오에이전자, (주)와이테크, (주)우리통신, (주)우진네트웍스, (주)워너비네트웍스, (주)원넷시스, (주)위드젠,
(주)유니스트네트웍스, (주)유라클, (주)유미컴, (주)유미컴공공, (주)유비퍼스트, (주)유비퍼스트대원, (주)유승토탈솔루션, (주)유제이엠에스네트웍스, (주)을지공조시스템,
(주)을지공조시스템, (주)이랜드시스템스, (주)이룸컴퍼니, (주)이룸컴퍼니, (주)이브레인테크, (주)이비앤에스, (주)이안텔레콤, (주)이터널아이티코리아, (주)인비전스,
(주)자인티디에스, (주)장스네트워크, (주)제이앤에스모바일, (주)조이텔, (주)주인정보시스템, (주)준네트웍스, (주)지니스, (주)지아이셀폰_ICT, (주)지앤지씨앤씨, (주)지엔티,
(주)지오디컴즈, (주)케이에스넷, (주)케이웍스, (주)키넥트, (주)트리포스, (주)트리포스, (주)티앤티, (주)티엔엠솔루션, (주)평강 PSC, (주)포유비즈, (주)피앤씨홀딩스,
(주)피큐아이넷, (주)하모니정보통신, (주)하이디어솔루션즈, (주)하이프라자, (주)한국사이버결제, (주)한국제어기술, (주)함연커뮤니티, (주)휴로엠, 365 스마일, 3KH(주), ACN,
ACT 대리점, AJ 네트웍스, BIZ 대리점, BJ, BK 대리점, BnB 네트웍스, BNC 대리점, BSG, CD 대리점, CJ 홈쇼핑, CMSHOP, CP 대리점, CS 대리점, CY, DDM 대리점,
DK 직영 SHOP, DNSC, DS 컴퍼니, DT, FIRST, GL, GM, GPS, GS 홈쇼핑, GT, H&J, Hanwull 공공, HCT, HDH, HDK, HIT, HJ, HRLINK, HR 네트웍스(주), HS, IMT 대전,
INJUNGINT, IoT, ITC, J&모바일, J2 네트워크, JCN, JC 대리점, JHK 네트웍스, JH 모바일, JM 대리점, JP 모바일, JS 대리점, JTNet, KIS 정보통신(주), KMC, KNK 대리점, KOECO,
Learn21, LKIoT 텔레콤, LOTS, M2A2, M2biz, MD 대리점, MetaEUN[메타은], MK, MP 블루골드대리점, N&C 대리점, NBIZ, ND 대리점, NEW 퇴계로대리점, NK 통신, NSOK,
NTECH, NZ 대리점, N 대리점, OH, OK 대리점, OK 대리점, OM 대리점, Orange, OU 대리점, Phone&Love 텔레콤, PS IOT, PS&M1 대리점, PS&M2 대리점, PS&M3 대리점,
PS&M4 대리점, PS&M5 대리점, PS&M6 대리점, PS&M7 대리점, PTSK, RevoM, ROCKEY, RTWO, S&S 대리점, SD 대리점, SG, SJ 대리점, SKB 청주행복센터, SKB2 대리점,
SKBIZ 대리점, SKB 광주동부행복센터, SKB 광주서부행복센터, SKB 광주중부행복센터, SKB 송파, SKB 익산행복센터, SKN 강릉대리점, SK 군위대리점, SK 네트웍스(주)카티즌,
sk 네트웍스서비스, SK 동부대리점, SK 매우만족대리점, SK 모바일포탈, SK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 강서행복센터,
SK 브로드밴드강동하남행복센터, SK 브로드밴드공공, SK 브로드밴드대구, SK 상남대리점, SK 서면대리점, SK 엠앤서비스주식회사, SK 역전대리점, SK 영주대리점,
SK 우리대리점, SK 울산대리점, SK 유니대리점, SK 중앙대리점, SK 피에스앤마케팅_기업, SMART ART, STAR 대리점, SW, SW-T, T LINK, T SHOP 대리점, T 카이대리점, T
텔레콤, T1, TFC 대리점, TGP 대리점, TH, TH, The 대리점, T-icon, TK 대리점, TOT, TS 대리점, TTOINN, TWSN, TWSP, T 플러스, UJ 대리점, UNIEAST, UTK, WI,
WOW 모바일샵, YB 대리점, 가가대리점, 가나안대리점, 가능대리점, 가로수직영 SHOP, 가온텔레콤, 가정대리점, 강남대리점, 강남블루골드, 강남스마일, 강남스타대리점,
강남직영 shop, 강남차병원대리점, 강남터미널대리점, 강동대리점, 강동대리점, 강동블루골드, 강릉대리점, 강북대리점, 강북블루골드, 강북직영 SHOP, 강북행복센터,
강서블루골드, 강원대리점, 강한대리점, 개봉대리점, 거창대리점, 거화대리점, 경기구리대리점, 경기미금대리점, 경기여주대리점, 경남대리점, 경남양산대리점,
경남창녕대리점, 경남함안대리점, 경도대리점, 경북고령대리점, 경북봉화대리점, 경북성주대리점, 경북안강대리점, 경북영일대리점, 경북의성대리점, 경주대리점,
경주입실대리점, 경찰공제회, 경희대대리점, 고객사랑, 고객행복, 고잉나우, 고흥대리점, 곤지암대리점, 골드대리점, 공항대리점, 관양대리점, 광개토, 광동,

광명중앙대리점, 광명철산대리점, 광안대리점, 광운대리점, 광일대리점, 광장대리점, 광주 E&T, 광주대동대리점, 광주대리점, 광주모바일대리점, 광주백산대리점,
광주블루골드 사판, 광주블루골드대리점, 광주상무대리점, 광주서림대리점, 광주스타텔대리점, 광주스피드대리점, 광주인천상사대리점, 광주전자랜드, 광주정대리점,
광주중앙대리점, 광주패밀리대리점, 구로서부대리점, 구리제일대리점, 구미남부대리점, 구미대리점, 구미동남대리점, 구미동부대리점, 구미블루골드, 구미삼일대리점,
구미선일대리점, 국제, 군산진포대리점, 군인공제회 수도권, 군인공제회 C&C2, 군인공제회 C&C 공공, 군인공제회대리점, 군지원센터(삼각지대리점), 굽은다리역대리점,
굿모닝대리점, 그랜드대리점, 그레이트, 그린대리점, 그린대리점, 그린오아시스, 그린피스, 근흥대리점, 글로벌 대구, 글로벌대리점, 글로벌중앙점, 금란텔레콤, 금비,
금왕대리점, 금천시흥대리점, 금촌대리점, 금촌멀티대리점, 금토대리점, 금풍, 금하, 금학대리점, 금호대리점, 금호대리점, 기업 2 블루골드, 길동역대리점, 김제금만대리점,
김제중앙대리점, 김포중앙대리점, 김해가야대리점, 나무소프트, 나비대리점, 나성통신대리점, 나억, 나은, 나은대리점, 나이스정보통신, 나텔레콤(주), 나현, 남가람대리점,
남대전블루골드, 남부대리점, 남부블루골드, 남선대리점, 남양주, 남전주대리점, 남해대리점, 남해중앙대리점, 내담아이씨티대리점, 내동대리점, 내방역대리점, 네오텔레콤,
넥섬, 넥스트대리점, 넥스트모바일_기업 2, 노원행복센터, 논현대리점, 논현역대리점, 누리대리점, 늘푸른대리점, 늘품, 다나은, 다대대리점, 다린컴즈대리점, 다모아대리점,
다물, 다물 1, 다물 2 대리점, 다산대리점, 다솔대리점, 다온대리점, 다온대리점, 다올, 다용비투비, 다울대리점, 다원대리점, 다음네트웍스, 다인대리점, 다정대리점,
단군대리점, 단대역대리점, 달성대리점, 당진중앙대리점, 대가대리점, 대경대리점, 대광대리점, 대교대리점, 대구 제니스, 대구 SJ, 대구가야대리점, 대구교동대리점,
대구교보대리점, 대구남경대리점, 대구달구벌대리점, 대구대동대리점, 대구대리점, 대구도원대리점, 대구만평대리점, 대구복현대리점, 대구북구대리점, 대구성현블루골드,
대구스타블루골드대리점, 대구중앙대리점, 대구행복, 대남대리점, 대림대리점, 대림사거리대리점, 대명대리점, 대산대리점, 대산정보대리점, 대상대리점, 대성대리점,
대성대리점, 대성대리점, 대신네트웍스(주), 대신정보통신(주), 대신정보통신(주)NIO, 대왕대리점, 대우정보시스템(주), 대일대리점, 대전블루골드사판, 대전성현 블루골드,
대전스타블루골드, 대전중부대리점, 대학로대리점, 대현대리점, 대흥대리점, 더블유, 더블유대리점, 델타대리점, 도담통신, 도선대리점, 도움대리점, 도원대리점,
도일대리점, 도토리대리점, 독도대리점, 독산대리점, 독산본 대리점, 동남대리점, 동대구블루골드, 동대전대리점, 동부대리점, 동부대리점, 동부블루골드,
동부산블루골드대리점, 동산대리점, 동서울대리점, 동신은행직영 SHOP, 동안산대리점, 동양통신, 동여의도대리점, 동영대리점, 동우, 동우대리점, 동운대리점, 동원대리점,
동원텔레콤대리점, 동이, 동진대리점, 동한대리점, 동해대리점, 동행대리점, 두리텔레콤, 드림블루골드, 드림아이, 등촌대리점, 디디아이네트워크, 디지털대리점,
라온대리점, 라온대리점, 라츠, 랑랑대리점, 러버스대리점, 럭스대리점, 럭키대리점, 럭키대리점, 레드대리점, 레이스대리점, 레인보우대리점, 레인보우대리점, 렉스,
렉스대리점,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루비대리점, 루프, 리더스대리점, 리더스원, 리치대리점, 리치앤코, 마산가야대리점, 마산대리점, 마산중앙대리점, 마이더스대리점,
마이크로큐닉스(주), 마창대리점, 만수시장대리점, 만수중앙대리점, 만안대리점, 망우대리점, 맥스대리점, 맥스아이앤씨, 메가피브이, 메이저대리점, 메이저직영샵,
메인대리점, 메인정보시스템, 메트로, 메트로대리점, 메트로캡, 멤버스네트웍스, 명동대리점, 명동중앙대리점, 명문대리점, 명선대리점, 명성대리점, 명지대리점,
명품대리점, 모노대리점, 모바일, 모바일노블레스, 모바일엔트로피(주), 모바일통, 모비즈, 모빌리지, 모빌씨앤씨, 모토코리아대리점, 목동 4 거리대리점,
목포블루골드대리점, 목포선우대리점, 목포우성대리점, 무등대리점, 무안대리점, 무한, 문경단미대리점, 문경새재대리점, 문경하늘, 문산대리점, 문수대리점, 미래대리점,
미래대리점, 미래대리점, 미래대리점, 미래엠, 미래영광, 미래창조, 미르대리점, 미소대리점, 미아프라자대리점, 민화통신, 밀리언대리점, 밀양대리점, 밀양중앙대리점,
바른대리점, 바오밥 Biz, 바이블, 바이트시스, 박달대리점, 반도대리점, 반도합천(대구), 반야월대리점, 방이가람대리점, 방화조일대리점, 백두대간대리점, 백두대리점,
백마장대리점, 백석대리점, 백성대리점, 백제대리점, 밸류대리점, 뱅크대리점, 범교대리점, 범어대리점, 법조타운대리점, 베리어스위너(주),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솔루션,
벧엘대리점, 변동대리점, 보나뱅크, 보배, 보성전자마트대리점, 봉추대리점, 부개대리점, 부곡대리점, 부국대리점, 부산개인택시조합 SKT 대리점, 부산대직영샵,
부산북구대리점, 부산신평대리점, 부천도당대리점, 부천북부대리점, 부천중앙대리점, 부천직영 shop(신), 부평역전대리점, 북가좌대리점, 북대전블루골드, 북두대리점,
북부블루골드, 북수원대리점, 북포항대리점, 블루사파이어, 블루칩씨엔에스(주), 비단길, 비둘기점, 비룡대리점, 비손대리점, 비위드, 비젼대리점(대구), 비즈앤엠, 비즈인카,

비투비비즈, 비티대리점, 비티비솔루션_기업 1, 빅비트, 빅플러스대리점, 사람과통신대리점, 사이버시스템즈, 사이버텔브릿지, 사직대리점, 사천대리점, 산청대리점,
삼보대리점, 삼성 SDS_기업 1, 삼성디앤씨(주),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삼성전자판매_서부,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 삼성판매, 삼성프랜드모바일, 삼양대리점, 삼척대리점,
삼천포대리점, 상록수대리점, 상상대리점, 상아대리점, 상주대리점, 상주제일대리점, 상주중앙대리점, 상호대리점, 새김해대리점, 새로움, 새서울대리점, 새진주대리점,
새하늘대리점, 새한이엔브이, 샤인대리점, 서강대리점, 서광네트웍스, 서광대리점, 서광대리점, 서귀포대리점, 서대구블루골드대리점, 서라벌대리점, 서라벌대리점,
서령대리점, 서부 SUPEX, 서부대리점, 서부대리점, 서부대리점, 서부블루골드, 서부산블루골드,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서산동문대리점, 서운대리점, 서울 ent 대리점,
서울 TOP 대리점, 서울당산대리점, 서울신당대리점, 서울이수교대리점, 서울종로대리점, 서울중부대리점, 서울직영 SHOP, 서원대리점, 서원정보, 서이공조시스템(주),
서정직영샵, 서진주대리점, 서창대리점, 서천대리점, 선린대리점, 선민대리점, 선영대리점, 선우대리점, 선인대리점, 성공대리점, 성남대리점, 성남신흥대리점,
성남중앙대리점, 성당시장대리점, 성동대리점, 성북중앙대리점, 성서중앙대리점, 성신 대리점, 성신대리점, 성우대리점, 성원대리점, 성은대리점, 성진대리점, 성현대리점,
성현블루골드, 세기대리점, 세기대리점, 세움대리점, 세종대리점, 세종텔레콤 IoT, 세종행복센터, 세하, 세화대리점, 소현대리점, 속초중앙대리점, 솔로몬, 솔루션 1,
솔루션 2(구 SK 네트웍스(주)서울지사), 솔루션 3, 솔루터스, 송내대리점, 송우대리점, 송우전자(주), 송파월드대리점, 수명산대리점, 수목대리점, 수원블루골드,
수원직영 shop, 순창대리점, 순천봉화대리점, 순천블루골드, 순천삼산대리점, 순천이수대리점, 스마일대리점, 스마일대리점, 스마트, 스마트네트워크솔루션, 스마트대리점,
스마트멀티, 스마트모바일즈, 스마트비즈, 스마트아이넷, 스마트앤, 스마트엠, 스마트윌, 스마트조아, 스마트통신 Biz, 스마티미, 스카이, 스카이대리점, 스카이대리점,
스타일대리점, 스타코리아 대리점, 스토리대리점, 스파대리점, 스페이스대리점, 스피드대구대리점, 스피드대리점, 스피드대리점, 승현대리점, 시공, 시민대리점,
시화대리점, 시화본대리점, 시흥대야대리점, 식사대리점, 신길대리점, 신도 SDR, 신드롬대리점, 신림대리점, 신림직영 SHOP, 신목포대리점, 신비인 대리점, 신사대리점,
신사직대리점, 신세계대리점, 신세계대리점, 신세계대리점,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 신영덕대리점, 신옥천대리점, 신의정부대리점, 신창대리점, 신천중앙대리점,
신평텔레콤, 신현대리점, 심곡대리점, 써니 대리점, 쏠리그니스, 씨앤에스, 씨앤에스링크, 씨앤직영 SHOP, 씨앤컴퍼니, 씨에이치대리점, 아라모바일, 아리네트워크, 아리온,
아산대리점, 아이디어큐브, 아이마켓코리아, 아이비스카이, 아이언맨,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아이엠대리점, 아이티모바일, 아이티웰, 아인대리점, 안동남부대리점,
안동대리점, 안동블루, 안동삼성대리점, 안산우정대리점, 안성중앙대리점, 안심대리점, 안양만안대리점, 안중대리점, 알리바바대리점, 알미골, 알투대리점, 알파대리점,
알파코, 애니대리점, 애니엠, 앤유, 약대대리점, 약수역대리점, 양구대리점, 어반네트, 어빌리티시스템즈, 어헤드원_기업 2, 언양대리점, 엄마손대리점, 에스디엠아이티,
에스알, 에스와이텔레콤(주), 에스유대리점, 에스컨버전스, 에스케이 비엔비, 에스케이드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플래닛, 에스플러스, 에쓰오씨소프트주식회사,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대리점, 에이원, 에이치앤대리점, 에이치앤엠, 에이케이에스앤디(주)AK 인터넷쇼핑몰, 엔브라이트, 엔젤넷, 엔케이(NK), 엔텔스, 엔투윈,
엘비대리점, 엘씨대리점, 엠쓰리모바일, 엠코리아, 여송대리점, 여수서부대리점, 여의도대리점, 여주여흥대리점, 여주중앙대리점, 여천신기대리점, 연세대의료원,
연수청학대리점, 연신내대리점, 연우대리점, 연제행복센터, 연지대리점, 염창대리점, 영동대리점, 영동제일대리점, 영신대리점, 영신대리점, 영양대리점, 영월종합대리점,
영인대리점, 영일대리점, 영주제일대리점, 영진대리점, 영풍, 예람, 예맥대리점, 예산대리점, 예스대리점, 예스대리점, 예스대리점(대구), 오션대리점, 오션블루골드,
오정대리점, 오치대리점, 오케이포스, 옥주대리점, 온양대리점, 온오프대리점, 올드앤뉴, 올스타, 와이모비, 와이비, 와이즈대리점, 와이티대리점, 왜관대리점, 용산대리점,
용상대리점, 우리대리점, 우리대리점, 우리통영대리점, 우솔대리점, 우인, 우일대리점, 울림, 울림터대리점, 울산블루골드, 울산중구대리점, 울산직영 SHOP,
울산행복대리점, 울진대리점, 울진동부대리점, 웅장대리점, 워너원, 원남대리점, 원더 정보, 원미대리점, 원주대리점, 원주블루골드, 원주이동통신, 원진대리점,
원컴대리점, 월드대리점, 위너대리점, 위너스대리점, 위드직영 shop, 위드컴, 위즈아이씨티(WIZ ICT), 윈윈대리점, 유니온대리점, 유니온퍼스트, 유니코리아대리점,
유니쿱대리점, 유라클생활건강, 유빈스, 유빈스주식회사(IoT), 유영대리점, 유원대리점, 유정시스템(주), 유진대리점, 유키대리점, 유토피아, 유통상가대리점, 유한회사
한빛정보, 육호대리점, 윤성, 윤텔, 으뜸대리점, 으뜸대리점, 은평 TLB_Biz 대리점, 은평 TLB 대리점, 은평대리점, 은평서부대리점, 은행대리점, 의정부국일대리점,

의정부행복센터, 이글대리점, 이너스텍, 이노텔레콤, 이누텔, 이도대리점, 이든대리점, 이로 네트웍스, 이수역대리점, 이에스(ES), 이천중부대리점, 이천중앙대리점,
이트너스, 이트레이스, 이한텔레콤, 익산남부대리점, 익산블루골드, 익산자유대리점, 익산중앙대리점, 인덕대리점, 인덕원대리점, 인솔라인, 인제중앙대리점,
인천경인대리점, 인천도원대리점, 인천블루골드, 인천주원대리점, 인천중구대리점, 인피니티시스템, 일랑대리점, 일랙대리점, 일산 TLB 대리점, 일성대리점, 일송,
일원대리점, 일월정밀(주), 일진대리점, 자산대리점, 자양대리점, 자유통신대리점, 장천 Biz 대리점, 장천대리점, 장호원대리점, 적선대리점, 전곡대리점, 전남목포대리점,
전남서해대리점, 전남순천대리점, 전남영광대리점, 전북경원대리점, 전북고창대리점, 전북나은, 전북블루골드사판대리점, 전북정읍대리점, 전자랜드, 전주블루골드대리점,
정릉대리점, 정상, 정상대리점, 정선대리점, 정성대리점, 정심, 정원대리점, 정진, 정현대리점, 제국대리점, 제니얼맥, 제이비, 제이비대리점, 제이스대리점, 제이에스,
제이에이치, 제이에이치텔레콤, 제이에이텔레콤, 제이엠, 제이엠대리점, 제이텔대리점, 제일대리점, 제주 E&T, 제주광양대리점, 제주굿모닝, 제주노형대리점, 제주대리점,
제주블루골드, 제주정다운대리점, 제주중앙대리점, 제천재림대리점, 제천중앙대리점, 종동대리점, 종로패밀리대리점, 좋은생각, 주도대리점, 주식회사 나비콜, 주식회사
네트웍스티에스, 주식회사 마트너(본점), 주식회사 미다스원, 주식회사 미래온, 주식회사 밸류테크, 주식회사 삼성아이티, 주식회사 아인스네트워크, 주식회사
에스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에이블타이드, 주식회사 엔피텔레콤, 주식회사 유아이, 주식회사 이지아이, 주식회사 케이앤에스, 주식회사 케이투플러스, 주식회사 코페이,
주식회사 코프, 주식회사 티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티탑모바일, 주식회사 한얼정보통신, 주식회사다상테크, 주식회사멜레아, 주식회사킴앤제이, 주식회사텔콤,
주안대리점, 주원텔레콤, 중계대리점, 중곡프라자대리점, 중동대리점, 중랑행복센터, 중부대리점, 중부대리점, 중부산블루골드대리점, 중앙 SK 대리점, 중앙블루골드,
지니통신 주식회사, 지민대리점, 지산대리점, 지오브릿지, 지우대리점, 지윤대리점, 지은대리점, 지티앤비(주), 지혜대리점, 진솔, 진솔솔루션, 진원, 진주대리점,
진주블루골드, 착한대리점, 찬스대리점, 참스타대리점, 창동 TOP 대리점, 창원광장대리점, 창원대리점, 창원블루골드, 챌린저, 천안블루골드, 천안아산대리점,
천안중부대리점, 천연대리점, 천호대리점, 천호역대리점, 철산전자대리점, 철원동송대리점, 청담아진대리점, 청도대리점, 청량리대리점, 청맥전자, 청송대리점, 청우대리점,
청운대리점, 청풍대리점, 초아대리점, 춘천대리점, 춘천중앙대리점, 충북블루골드, 충북옥천대리점, 충주우주대리점, 친절대리점, 카이저대리점, 칸대리점, 칼라대리점,
캐치웰, 컴앤라이프, 컴피아, 케이아이티(주), 케이에스디네트웍스(주), 케이피케솔루션, 코넥, 코어시스템즈, 콩순텔레콤, 크린텔대리점, 큰사람, 큰사랑대리점, 클리어테크,
타치온네트웍스, 탐라, 탑장, 태경대리점, 태광대리점, 태백대리점, 태백대명대리점, 태산대리점, 태산대리점, 태안대리점, 태양 A 대리점, 태영대리점, 태왕대리점,
태인텔레콤, 태주대리점, 태평대리점, 태하메카트로닉스, 태현, 택시신협 biz, 테헤란대리점, 텔레프라자대리점, 텔레필드, 토마토대리점, 투데이대리점, 투마이스,
투미디어주식회사, 투엘케이, 투톱대리점, 트롤대리점, 트루윈, 트인정보, 트인컴, 티드림대리점, 티링크앤주인닷컴, 티앤비대리점, 티앤아이대리점, 티에스비즈텍,
티엔대리점, 티엔디컴퍼니, 티엔에스, 티엔에스대리점, 티움모바일, 티원 모바일, 티원대리점, 티월드, 틴틴, 파워셀대리점, 파인드라이브, 파천교대리점, 팔도대리점,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퍼스트엠, 평내대리점, 평창대리점, 평택대리점, 평택제일대리점, 포시즌대리점, 포엠아이, 포이대리점, 포항대리점, 포항동양대리점, 포항북부대리점,
포항블루골드, 폰플러스, 푸른통신, 퓨처스대리점, 퓨쳐대리점, 프라임, 프렌즈대리점, 프리던텔레콤, 프리스비, 플러스(대구)대리점, 플러스대리점, 플러스대리점,
피노와친구들, 피닉스, 피앤피, 피엠티(주), 필링크, 하나대리점, 하나대리점, 하나대리점, 하나로이에스티, 하나이엔씨, 하나컴, 하남대리점, 하누리주식회사, 하동대리점,
하동세기대리점, 하은, 하은 대리점, 하이마트_기업, 하이원대리점, 하이프라자, 한가람대리점, 한강대리점, 한걸음네트웍스, 한결, 한결대리점, 한결대리점, 한결대리점,
한결통신대리점, 한국무선대리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결제 (주), 한국오피스컴퓨터(주),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대리점, 한국정보통신, 한길, 한남대리점,
한려대리점, 한마음대리점, 한맥대리점, 한미대리점, 한미메디케어, 한민대리점, 한백대리점, 한빛대리점, 한빛대리점, 한서대리점, 한성, 한성대리점, 한성대리점,
한솔대리점, 한신 대리점, 한아통신대리점, 한앤윤, 한올대리점, 한우리대리점, 한울대리점, 한울대리점, 한울여서대리점, 한유넥스텔대리점, 한유대리점, 한음대리점,
한일네트웍스(주), 한주대리점, 한창 biz, 한화에스앤씨(주)_기업 1, 함평대리점, 해든, 해밀, 해성대리점, 해온대리점, 해운대대리점, 해운대종합대리점, 행복, 행복대리점,
행운대리점, 향남대리점, 혁경, 현대비에스앤씨, 현대에이치씨엔, 현대오토에버(주), 현대오토에버(주) IoT, 현민대리점, 현풍대리점, 형설 대리점, 형음대리점, 호평대리점,

홍릉대리점, 홍성대리점, 홍익대리점, 홍주대리점, 화금대리점, 화령대리점, 화명대리점, 화산, 화산대리점, 화성(대구), 화성송산대리점, 화순대리점, 화영대리점,
화이트윙시스템(주), 화정역대리점, 회명정보통신(주), 회명정보통신(주), 횡성대리점, 효성대리점, 효자대리점, 효정통신, 휴먼대리점, 휴앤텔레콤, 휴엘 티엔씨, 흥덕 Biz.
대리점, 흥덕대리점, 희망, 희우, 희테크

별첨 2.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가입/변경/해지/번호이동/요금수납/기타 상담 및 유무선 결합상품의 유치/가입/변경/해지 등 기타 상담
조안,CY,골드대리점,누리대리점,YB대리점,아리네트워크,J2네트워크,(주)블루코어,(주)티앤티,(주)상상텔레콤,엔라이프,부산개인택시조합SKT대리점,제이에이치텔레콤,에스와
이텔레콤(주),SK브로드밴드,(주)우리통신,틴틴,삼성전자판매(주),(주)라이프온통신,(주)비엠에스네트웍,(주)세원정보시스템,(주)케이시스,블루윈네트웍스,삼성프랜드모바일,비
투비비즈,나억,(주)세종텔레콤,SJ대리점,(주)축복,태인텔레콤,한성대리점,부산대직영샵,덕천직영SHOP,울산직영SHOP,메이저직영샵,OK직영SHOP,센텀대리점,라온대리점,JM
대리점,카이저대리점,스토리대리점,광안대리점,JC대리점,찬스대리점,마이더스대리점,명성대리점,TOP대리점,다울대리점,금산대리점,비티대리점,태양대리점,SK서면대리점,
부곡대리점,아이비대리점,신사직대리점,렉스대리점,한빛대리점,모토코리아대리점,대남대리점,부산북구대리점,다대대리점,신세계대리점,동부대리점,동남대리점,동원대리점,
서원대리점,정성대리점,미래대리점,한백대리점,성우대리점,칸대리점,티엔대리점,한주대리점,혜광대리점,화명대리점,지혜대리점,김해가야대리점,사직대리점,서부대리점,델
타대리점,영일대리점,예스대리점,새김해대리점,파워셀대리점,부산신평대리점,SK우리대리점,SK울산대리점,명문대리점,애니대리점,T카이대리점,레드대리점,금호대리점,다인
대리점,울산행복대리점,대광대리점,대성대리점,강북대리점,서창대리점,언양대리점,지산대리점,한울대리점,경남양산대리점,울산중구대리점,마창대리점,착한대리점,다온대리
점,태영대리점,창원대리점,TK대리점,아크대리점,샤인대리점,스마트대리점,SK상남대리점,사람과통신대리점,다산대리점,밀양중앙대리점,레이스대리점,넥스트대리점,하이원
대리점,경남창녕대리점,경남함안대리점,우일대리점,마산대리점,밀양대리점,365스마일,미소대리점,일프로대리점,SK유니대리점,티앤비대리점,우리통영대리점,대상대리점,하
동대리점,남해중앙대리점,통영대리점,사천대리점,산청대리점,남해대리점,서진주대리점,하동세기대리점,경남대리점,한려대리점,거창대리점,새진주대리점,삼천포대리점,진주
대리점,휴먼테크,(주)에스메카정보통신,충북옥천대리점,형설대리점,한솔대리점,세움대리점,으뜸대리점,티원모바일,동영대리점,한신대리점,희망대리점,여송대리점,프리던텔
레콤,한올대리점,한민대리점,IMT대전,성남대리점,동대전대리점,변동대리점,스카이대리점,서천대리점,T텔레콤,하람대리점,늘품,신비인대리점,현민대리점,한결대리점,태안대
리점,도원대리점,반도대리점,한서대리점,서령대리점,시민대리점,당진중앙대리점,아산대리점,남부대리점,한우리대리점,홍주대리점,서산동문대리점,홍성대리점,예산대리점,
온양대리점,맥스대리점,제천재림대리점,제천중앙대리점,한음대리점,홍익대리점,동한대리점,휴먼대리점,흥덕대리점,형음대리점,Mbiz대리점,인피니티시스템,주식회사텔콤,
비룡대리점,알투대리점,M2biz,어울림커뮤니케이션,에프엔비모바일 오케이통신,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이에스(ES),화령대리점,흥덕Biz. 대리점,장원,천안아산대리점,다솔대
리점,해온대리점,Tcon,베이텔레콤,정진,정심,GT,TH,DT,TWSN,TWSP,이누텔,ACN,한국정보통신,다음네트웍스,삼성판매,씨앤에스,롯데하이마트,SW,HS,윤성,시공,태현,하이프
라자,전자랜드,RTWO,HDK,엔브라이트,(주)이지아이,바이블,(주)워너비네트웍스,아이언맨,삼성전자판매_서부,(주)폰컴퍼니,푸른통신,NBIZ,(주)에스케이유,진솔,BnB네트웍스,
아이씨엠(주),(주)평강PSC,택시신협biz,장천 Biz 대리점,나은,광주직영샵,영신직영Shop,서정직영샵,전주직영샵,다온 직영샵,주안대리점,성신대리점,벧엘대리점,도토리대리
점,선영대리점,주도대리점,함평대리점,태주대리점,월드대리점,디지털대리점,무안대리점,신목포대리점,그린대리점,태경대리점,목포선우대리점,목포우성대리점,대산대리점,
전남서해대리점,옥주대리점,영인대리점,전남목포대리점,진원,정상대리점,H&J,서원정보,DS컴퍼니,광주모바일대리점,네오텔레콤,티원대리점,빅플러스대리점,다린컴즈대리
점,광주대리점,한맥대리점,와이티대리점,광주패밀리대리점,팔도대리점,광주대동대리점,화순대리점,제이텔대리점,레인보우대리점,서광대리점,가은대리점,엠코리아,오치대리
점,무등대리점,광주E&T,광주백산대리점,광주스타텔대리점,광주서림대리점,광주조은대리점,광주상무대리점,대산정보대리점,남선대리점,광주정대리점,광주스피드대리점,광
주중앙대리점,전남영광대리점,광주인천상사대리점,한국정보대리점,SK동부대리점,여수서부대리점,럭키대리점,성원대리점,우솔대리점,한울여서대리점,도움대리점,우리대리

점,고흥대리점,선우대리점,보성전자마트대리점,나은대리점,여천신기대리점,유한회사한빛정보,순천봉화대리점,장천대리점,순천이수대리점,순천삼산대리점,전남순천대리점,
고객행복,서운대리점,전북나은,하은,엔케이(NK),좋은생각,태산대리점,군산나운대리점,중부대리점,익산자유대리점,군산진포대리점,김제금만대리점,김제중앙대리점,해원대리
점,JJ대리점,순창대리점,익산남부대리점,익산중앙대리점,동산대리점,전북고창대리점,전북경원대리점,전북정읍대리점,번개대리점,남전주대리점,앤유,제주정다운대리점,제주
E&T,제주노형대리점,제주대리점,제주중앙대리점,나성통신대리점,JS대리점,제주굿모닝,동우대리점,제주광양대리점,서귀포대리점,비젼대리점(대구),J&모바일,위너대리점,렉
스,도담통신,조일ICT,(주)유승토탈솔루션,글로벌대구,베스트,SK브로드밴드대구,제이엠통신(대구),예스대리점(대구),달천대리점(대구),화성(대구),대구제니스,위즈아이씨티
(WIZICT),패밀리대리점,(주)SK솔루션,T플러스,에스플러스,플러스(대구)대리점,인덕대리점,메인정보시스템,티드림직영Shop,동행직영SHOP(구),라온직영SHOP,씨앤직영
SHOP,위드직영shop,아이언대리점,메인대리점,안심대리점,Phone&Love텔레콤,위더스대리점,프렌즈대리점,명품대리점,베스트대리점,챌린저,대구대리점,포시즌대리점,메트
로대리점,부강대리점,달성대리점,SK중앙대리점,성당시장대리점,성서중앙대리점,성공대리점,대구가야대리점,경북고령대리점,대구만평대리점,대구남경대리점,유진대리점,경
북성주대리점,현풍대리점,남대구대리점,써니대리점,리치대리점,메이저대리점,온오프대리점,부국대리점,스마일대리점,일랙대리점,미라클대리점,상상대리점,대구도원대리점,
퓨쳐대리점,대구중앙대리점,대구행복,다모아대리점,솔로몬,금풍,국제,한미대리점,반야월대리점,대구복현대리점,대구교동대리점,대구칠곡대리점,대구대동대리점,서라벌대리
점,예람,스마트모바일즈,루비대리점,플러스대리점,천연대리점,보배,독도대리점,효성대리점,밸류대리점,희망,다정대리점,울진대리점,세기대리점,동해대리점,화금대리점,포항
북부대리점,포항동양대리점,신영덕대리점,경북안강대리점,울진동부대리점,북포항대리점,경북영일대리점,포항대리점,경주대리점,영풍,영양대리점,SK영주대리점,상주중앙대
리점,SK역전대리점,세종대리점,티엔에스,안동삼성대리점,더블유대리점,SK매우만족대리점,친절대리점,일송,문경하늘,동이,티월드,나비대리점,에이스,SK군위대리점,상주제일
대리점,용상대리점,스피드대리점,중앙SK대리점,구미동남대리점,문경새재대리점,구미동부대리점,구미선일대리점,구미남부대리점,영주제일대리점,경북봉화대리점,문경단미
대리점,안동남부대리점,구미삼일대리점,안동대리점,상주대리점,구미대리점,TLINK,모빌씨앤씨,솔루션2(구SK네트웍스(주)서울지사,(주)조이텔,PTSK,티움모바일,(주)브레인아
이씨티,모비즈,성현블루골드,드림블루골드,미래영광,한앤윤,솔루션3,지원정보통신,JP모바일,(주)비엠시스솔루션,새한이엔브이,이노트레이딩,KMC,모바일웰컴,엘씨대리
점,(주)에스앤에프솔루션,(주)에이치에스에이치,(주)하이프라자,하이마트_기업,강남스마일,멤버스네트웍스,스마트네트워크솔루션,스마트조아,(주)인비전스,에스케이비엔비,
화이트윙시스템(주),SKC&C_SMB,조은프로소싱,SKone,(주)이랜드시스템스,경찰공제회,(주)이룸컴퍼니,(주)루키스,한국오피스컴퓨터(주),에스케이씨엔씨,T1,티엔디컴퍼니,케
이에스디네트웍스(주),(주)성우텔레콤,미래엠,베리어스위너(주),주식회사카스존,(주)이비앤에스,금란텔레콤,서광네트웍스,(주)함연커뮤니티,스마트윌,MP블루골드대리점,(주)
유제이엠에스네트웍스,유정시스템(주),솔루션1,기업2블루골드,CP대리점,(주)더존비즈온,SK모바일포탈,SK브로드밴드공공,비즈앤엠,(주)지아이셀폰_ICT,(주)삼성아이피,SK피
에스앤마케팅_기업,트인컴,SK(주),밀리언대리점,파인드라이브,이로네트웍스,DNSC,군인공제회대리점,블루칩씨엔에스(주),일랑대리점,모바일엔트로피(주),엠쓰리모바일,캐치
웰,군지원센터(삼각지대리점),대우정보시스템(주),대한소방공제회,연세대의료원,BJ네트웍스,TOT,(주)포유비즈,와이비,굿모닝대리점,가가대리점,MetaEUN[메타은],휴앤텔레
콤,지니통신 주식회사,아라텔레콤,빅비트,NK통신,(주)에스유에프,주식회사 아인스네트워크,(주)샤인정보,제이씨스퀘어(주),주식회사 유아이,(주)유비퍼스트대원,(주)비즈엠
솔루션,와이엘,UTK,주식회사엔피텔레콤,군인공제회C&C2,TFC대리점,ROCKEY,(주)지니스,군인공제회수도권,주식회사티제이네트웍스,메가피브이,서이공조시스템(주),에이치
앤엠,제이엠,알파코,(주)씨엠에스정보통신,버텍스아이디,OH,군인공제회C&C공공,한유넥스텔대리점,(주)유미컴공공,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LOTS,CS대리점,티링크앤주인닷
컴,(주)바이텍씨스템ICT,(주)고우넷,올드앤뉴,(주)나우티앤에스,그레이트,마이크로큐닉스(주),M2A2,스마트멀티,스마트비즈,분당서현직영SHOP,분당직영SHOP(구),잠실직영
Shop(구),부천직영shop(신),일산직영SHOP,신촌직영SHOP(구),가로수직영SHOP,서울직영SHOP,강남직영shop,선릉직영SHOP,신림직영SHOP,영등포직영SHOP(구),홍대직영
Shop(구),성동직영shop(구),수원직영shop,고잉나우,스마트아이넷,유토피아,서울ent대리점,성진대리점,굽은다리역대리점,유니코리아대리점,엄마손대리점,은행대리점,송파
월드대리점,성남신흥대리점,구리제일대리점,스타코리아대리점,천호대리점,남양주,새로움,지민대리점,알미골,만수시장대리점,가정대리점,내동대리점,S&S대리점,인천주원대
리점,화산대리점,초아대리점,인천도원대리점,중동대리점,부천북부대리점,백마장대리점,연수청학대리점,오정대리점,부개대리점,인천중구대리점,에이치앤대리점,한길,정현대

리점,신드롬대리점,웅장대리점,해든,Orange,TS대리점,은평대리점,금촌멀티대리점,연신내대리점,명지대리점,MD대리점,북가좌대리점,가능대리점,나현,신사대리점,연우대리
점,광일대리점,리치앤코,에스알,수목대리점,경희오비스,역삼대리점,포이밸리대리점,강남차병원대리점,강남터미널대리점,강남스타대리점,한유대리점,법조타운대리점,논현역
대리점,다은모바일,금하,프라임,동진대리점,해밀,오션대리점,윈윈대리점,SK브로드밴드강서행복센터,에스유대리점,유원대리점,상록수대리점,철산전자대리점,한아통신대리
점,서울TOP대리점,안양만안대리점,유통상가대리점,대림사거리대리점,한가람대리점,대교대리점,도일대리점,구로서부대리점,신정대리점,목동4거리대리점,금천시흥대리점,
독산대리점,크린텔대리점,과천대리점,금토대리점,케이디대리점,혁경,이글대리점,삼각지대리점,한남대리점,강동대리점,대경대리점,유니쿱대리점,적선대리점,명동중앙대리
점,광운대리점,선인대리점,광장대리점,NEW퇴계로대리점,알파대리점,무한,FIRST,대명대리점,노원행복센터,정릉대리점,삼양대리점,에스엔제이,중계대리점,가나안대리점,원
진대리점,창동TOP대리점,리더스대리점,미아프라자대리점,전곡대리점,금비,토마토대리점,티엔에스대리점,하나컴,투마이스,제이스대리점,성현대리점,이천중부대리점,영진대
리점,도청대리점,일성대리점,천호역대리점,평택제일대리점,스카이,코넥,시화대리점,글로벌대리점,장호원대리점,경기여주대리점,오산대리점,평택대리점,티앤아이대리점,양
구대리점,(주)KSK대리점,백두대리점,평창대리점,영동제일대리점,금학대리점,영월종합대리점,태백대명대리점,한국무선대리점,대학로대리점,삼척대리점,예맥대리점,원주대
리점,비단길,아이티모바일,가온텔레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