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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베코그룹 코리아 유한회사 (IVECO Group Korea LLC)> (이하 ‘이베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베코는 관계법령, 정부의 지침 및 이베코 의 정책변경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 목적  

이베코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매매계약 및 계약 이행을 위한 상품과 용역제공 

이베코는 상품의 출고 및 계약서 관리, 거래내역의 발송, 보증수리 및 차량관리 서비스 제공, 대금 

결제 및 정산 관련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등 계약 관련 서비스 수행,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객관리 및 상담업무 

이베코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 고지사항 전달, 장비에 대한 기술문의, 출장 서비스 접수 및 이력 

관리,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이베코는 고객의 문의와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과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고객만족도 조사 활동에의 활용 

이베코는 고객만족도 조사 활동 및 이를 통한 향상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베코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동안 보유합니다.  

1. 매매계약 및 계약 이행을 위한 상품과 용역제공 :  

§ 상품 및 용역제공을 위한 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정보:  상법 제 33 조에 의거하여 10 년 

§ 기타 다른 정보: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2. 고객관리 및 상담업무 :  

§ 상담 수행 후 상담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  

§ 고객의 삭제 요청 시 또는 최대 2 년 까지 사용 

4. 고객만족도 조사 활동에의 활용: 

§ 조사활동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또는 최대 2 년까지 사용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이베코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1 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합니다.  

2. 이베코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량등록 관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광산구 지점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임시운전면허증발급과 신차 등록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회사명, 차량정보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 상담 및 민원처리 관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12 곳의 영업지점(별첨 1 참조) 및 19 곳의 애프터세일즈 딜러 

지점(별첨 2 참조)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홈페이지 상 상담 요청 대응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고객만족도 조사 활동 관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식회사 컨슈머인사이트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이베코 공식 서비스워크숍 및 판매대리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법인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차량정보(차량제조번호, 

차량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최장 2 년 

 

제 4 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이베코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차량 판매 및 고객관리  

- 위탁받는 자  : 12 개 영업지점(별첨 1 참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자동차 판매대행 및 사후 고객관리 등 

2. 정비서비스 및 사후관리 

- 위탁받는 자  : 전국 19 개 애프터세일즈 딜러지점 (별첨 2 참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차량 서비스 제공, 보증수리, 긴급출동 등 



 
 
3. 마케팅, PR 

- 위탁받는자 : 디자인 쿨, 드밀 커뮤니케이션, 케이티비라인(별첨 3 참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품), 개별화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 정보 제공, 

참여활동 정보 제공 

4. 고객만족도 조사활동 

- 위탁받는자 : 주식회사 컨슈머인사이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이베코 공식 서비스워크숍 및 판매대리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베코는 위탁받는 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관리 감독할 

뿐만 아니라 , 위탁업무 목적에 반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제한되는 사항들,  특별한 기술 및 관리를 

보안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재위탁의 금지와 관련한 사항, 서면 계약서 등에 명시된 손해배상 관련 

사항, 그리고 위탁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는 여부 등에 

대해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이베코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제 1 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베코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 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개인정보보호요청서(here)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베코 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베코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 1 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 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6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이베코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매매계약 및 계약 이행을 위한 상품과 용역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사업자정보,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차량구매정보, 

할부금융정보 

2) 고객상담업무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차량정보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 수집 항목 : 이름, 회사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고객만족도 조사활동 

- 수집 항목 : 성명, 법인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차량정보(차량제조번호,차량등록번호)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주민번호는 세금계산서 발행, 차량등록, 신용정보 조회 등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베코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 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 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베코는 다음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이베코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최정식 

직책 : General Manager 

이메일 : IVCK_DPO@iveco.com 

2. 정보주체는 이베코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베코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Annex 1. List of Sales agents 

Sales Agent 영업대리점_KR Sales Agent 영업대리점_EN 

유진모터스 Yoojin Motors 

명마모터스 Myungma Motors 

종합모터스 Jonghap Motors 

에스엠모터스 SM Motors  

해와달산업 Sun & Moon Industry 

지엔에스모터스 G&S Motors 

효용모터스 HyoYong Motors 

중부산업 Jungbu Industry  

서암상용차 Seoam Commercial Vehicle 

포레스트알브이 Forest RV 

㈜ 통일정비공업사 Tongil Corp.  

제일테크 Cheil Tech 

 

Annex2. List of Service Workshops 

Company name 회사명_KR Company name 회사명_EN 

코리아중기종합  
Korea mid-term 
comprehensive 

㈜세웅정비 Sewoong Mending Co., Ltd. 
수성 1급종합정비 Soosung 

㈜더원모터스정비 
The One Motors Maintenance 
Corporation 

㈜통일정비공업사 Tongil Corporation 

㈜창원공업사 Changwon Gongeobsa 

대홍공업사 Daehong Kongeopsa 

㈜상지공업사 Sangji Industry 

동진모터스 Dongjin Motors 

㈜대한모터스 Korea Motors 

중부산업 Jungbu Industry 

건운종합정비 Geonoon 

㈜금화모터스 Kumhwa Motors Inc. 

산단자동차정비 Sandan Motor Service 

(유)세명자동차공업사 Semyeong 
동국자동차정비공업㈜ Dongkook  
윤성모터스 Yoonseong Motors 
갑을종합정비 Kapeul 

자연과환경모터스  
Jayeongwa Hwangyeong 
Motors 

 



 
 
Annex 3 List of marketing vendors 

          마케팅 업체명 KR Marketing vendor _EN 

디자인쿨  Designcool 

드밀 커뮤니케이션 deMill Communication 

케이티비라인 KTBLine  

 



 

 

Modified on: January 2022 

<IVECO Group Korea LL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VECO"),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otects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rights of users, and in order to 
smoothly handle user's complain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we have the following policies.  

IVECO may change its personal information polici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governmental 
guidelines and IVECO policy changes. If we revise our personal information policies, we will notify you 
through our website. 

 

Article 1 Purposes of Processing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VECO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ollowing purposes: The processed personal information is 
not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specified purposes, and if the purpose of use is changed, we will 
try to obtain prior agreement from the users.  

1.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sales contract and its execution 

IVECO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for conducting services in regard to contracts and 
collecting receivables; such purposes include releasing of goods, contract management, 
shipment of transaction details, warranty repair and vehicle management service, conducting of 
businesses regarding payment and settlement of accounts, and confirmation of identity for 
service provision.  

2. Customer management and counseling 

IVECO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such as service satisfaction surveys, delivery 
of notices, technical inquiries about equipment, reception of business services and management 
of history, and handling of complaints. 

3. Use in marketing and advertising 

IVECO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customer inquiries and 
requests for information, developing new services (products) and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providing event and advertising information, and providing participating opportunities. 

4. Use in customer satisfaction activity 

IVECO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customer feedback for 
provision of better customer service.  

 

Article 2 Processing and Reten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IVECO retains personal information until the purpose of proces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is achieved. 
However, if we obtained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provider in advance, or if the information needs 



 

 

to be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cases described below, we 
will keep your personal inform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1.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sale contracts and their execution: 

▪ Information on goods or services contracts and all transactions: 10 yea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Commercial Act. 

▪ Other information: until the end of warranty period 

2. Customer management and counseling:  

▪ After consultation, until the consultation purpose is achieved. 

3. Use in marketing and advertising:  

▪ We will carry out marketing activities and advertising until the withdraw of the consent and at 
most for 2 years. 

4. Use in customer satisfaction activity 

▪ Until the purpose of customer satisfaction activity is achieved as at most for 2 years. 

 

Article 3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1. IVECO shall trea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r only within the scope specified in 
Article 1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only in 
presence of a valid legal basis and in compli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2. IVECO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as follows: 

1) Vehicle registration related  

- The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Gwangsan-gu Offi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Purpos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To issue a temporary driving permit for 
vehicle and to register a new vehicle 

- Personal information items provided: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and phone 
number, Vehicle information 

- The recipient's period of retain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Until the purpose of the 
recipient is achieved 

2) Inquiry management and counseling 

- The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12 sales agents (see annex 1), 19 official service 
workshops (see annex 2) 



 

 

- Purpos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To handle and respond the inquiry on 
homepage etc. 

- Personal information items provided: Name, company na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 The recipient's period of retain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Until the purpose of the 
recipient is achieved 

3) Customer Satisfaction Index(“CSI”) activity 

- The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NSUMER INSIGHT INC. 

- Purpos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to collect customer feedback on IVECO 
service workshops and sales agents 

- Personal information items provided: Name, company na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vehicle information(VIN,PLATE) 

- The recipient's period of retain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Until the purpose of the 
recipient is achieved and at most for 2 years. 

 

Article 4 Matters concerning entrustment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 smooth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VECO consigns the following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asks.  

1. Vehicle sales and customer management 

- Consignees: 12 sales agents (see annex 1) 

- Contents of entrusted business: Vehicle sales and customer management 

2. Maintenance service and follow-up management 

- Consignees: 19 official service workshops nationwide (see annex 2) 

- Contents of entrusted business: Providing vehicle service, warranty repair, emergency 
dispatch, etc. 

3. Marketing and PR 

-Consignee : Design Cool, Demil Communication, KTB Line(see annex 3) 

-Contents of entrusted business : Development of new services (products), provision of 
customized service, provision of event and advertisement information, and provision of 
participation opportunity 

4. Customer Satisfaction Index(“CSI”) activity 



 

 

-Consignee : CONSUMER INSIGHT INC. 

- Contents of entrusted business : collection of customer feedback on IVECO service workshops 
and sales agents for improvement of customer services 

 

When entering into a consignment agreement, IVECO manages and supervises the consignee to comply 
with the relevant laws, specifies matter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consigned work, technical and managerial protective measures, restriction 
of re-consignment, liability such as damages, etc. in the agreement or other written documents, and 
supervises whether the consignee safely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laws. 

 

Article 5 Rights, duties and methods of the information provider  

1. The Information Provider may exercise the following privacy rights at any time with respect to IVECO. 

 1) Request to access personal information  

 2) Request to modify personal information in case it is incorrect or outdated  

 3) Reques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4) Request to stop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2. The exercise of the rights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in writing, e-mail, fax or through the 
Privacy Request Form (here) to IVECO in accordance with Form 8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VECO will take necessary actions accordingly without delay. 

3. In the even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r requests correction or del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VECO will not use or provide the personal information until the correction or deletion is completed. 

4. The exercise of rights pursuant to Paragraph 1 may be made directly or through a legal representative 
or a delegate of the information provider. In this case, you must submit a power of attorney according 
to Form 1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and Methods of Collection 

1. IVECO handles the following personal information items: 

1)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for sale contracts and their execution 

- Collected item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phone number, mobile phone 
number, e-mail, vehicle purchase information, and installment payment information 



 

 

2) Customer consultation service 

- Collected items: Name, phone number, address, email, and vehicle information 

3) Use in marketing and advertising 

- Collected items: Name, company name, phone number, email address, and address 

4) Use i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development activity 

- Collected items: Name, company name, phone number, email, vehicle information(VIN,PLATE) 

2. How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through IVECO websites, written form, fax, and telephone. 

※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limited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related laws such as 
issuance of tax invoice and issuance of temporary number plate, registration of vehicle. 

 

Article 7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VECO will, in principle, destroy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delay when the purpose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s achieved. The procedures, deadlines and methods of destruction are as follows: 

- Destruction procedure 

The information entered by the user is transferred to a separate DB after the completion of its purpose 
(separate documents in the case of paper) and is stored for a certain period according to the internal 
policies 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t this time, the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red to 
the DB is not used for other purposes unless it is under the law. 

- Destruction period 

In the case wher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 has elapsed, the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destroyed within five days from the day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purposes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s unnecessary. Such cases include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abolishing the service, and end of business.  

- Destruction method 

Information in the form of electronic files is destroyed by a technical method that cannot reproduce 
records. 

Personal information printed on paper is crushed by crusher or destroyed by incineration. 

 

Article 8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IVECO will take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physica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as follows: 

1. Minimization and training of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staff 

Employees who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 are designated and limited to the persons who 
are actually needed to handle personal information 

2. Technical measures against hacking 

In order to prevent leakage and damage of personal information caused by hacking or computer 
virus, we install security program, periodically update and check the program, install system in 
outside controlled area and technically / physically monitor and block it. 

3. Restrict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We take necessary measures to control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granting, modifying, and 
deleting access to the database system that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We use blocking system to 
ensure that there will be no unauthorize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from outside. 

 

Article 9 Designation of a person in charg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1. In order to process complaints from information provider and remedy relevant damages, IVECO 
designates a person in charg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who takes care of business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 The person in charg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Name: Choi Jeong-sik 

Position: General Manager 

Email: IVCK_DPO@iveco.com  

2. The information provider may inquire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complaints, 
dissatisfaction, and damage relief when using IVECO's service (or business)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or relevant department. IVECO will respond without delay to the 
inquiries of the information provider.  

Article 10 Ch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This Personal Information Policies will be effective from the effective date, and if there are additions, 
deletions and corrections according to laws and policies, we will notify the website of any changes. 

 

 



 

 

 

Annex 1. List of Sales agents 

Sales Agent 영업대리점_KR Sales Agent 영업대리점_EN 

유진모터스 Yoojin Motors 

명마모터스 Myungma Motors 

종합모터스 Jonghap Motors 

에스엠모터스 SM Motors  

해와달산업 Sun & Moon Industry 

지엔에스모터스 G&S Motors 

효용모터스 HyoYong Motors 

중부산업 Jungbu Industry  

서암상용차 Seoam Commercial Vehicle 

포레스트알브이 Forest RV 

㈜ 통일정비공업사 Tongil Corp.  

제일테크 Cheil Tech 

 

Annex.2 

Company name 회사명_KR Company name 회사명_EN 

코리아중기종합  
Korea mid-term 
comprehensive 

주식회사 세웅정비 Sewoong Mending Co., Ltd. 

수성 1 급종합정비 Soosung 

주식회사 더원모터스정비 The One Motors Maintenance 
Corporation 

㈜통일정비공업사 Tongil Corporation 

주식회사 창원공업사 Jusikhoisa Changwon 
Gongeobsa 

대홍공업사(당진점) 
DaeHong KongEopSa(Dang Jin 
Jeom) 

주식회사 상지공업사 Sangji Industry 

동진모터스 Dongjin Motors 

주식회사 대한모터스 Korea Motors 

중부산업 Jungbu Industry 

건운종합정비 KeonUn total repair shop 

주식회사 금화모터스 KUMHWA MOTORS Co. Ltd 

산단자동차정비 
Industrial park a truck 
maintenance 

(유)세명자동차공업사 Semyung automobile Company 

동국자동차정비공업㈜ 
Dongguk Motor Maintenance 
Industry CO.,LTD 



 

 

윤성모터스 Yoonsungmotors 

갑을종합정비 Kapeul Service Center 

자연과환경모터스  
Jayeongwa Hwangyeong 
Motors 

 

Annex 3 List of marketing vendors 

          마케팅 업체명 KR Marketing vendor _EN 

디자인쿨  Designcool 

드밀 커뮤니케이션 deMill Communication 

케이티비라인 KTB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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