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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업체명
GlaxoSmithKline Services Unlimited, GSK Business
Service Centre Sdn Bhd, WNS Global Services Pvt, Ltd.,
Workday, Inc., Cvent Europe Limited
GlaxoSmithKline Consumer Healthcare Overseas
Limited, SocialChorus, Inc.
㈜드림씨아이에스, Parexel, PPD, CARS, IQVIA, Tata
Consultancy Services (TCS), Oracle, Covance, Bio
Clinica, Signant Health, ERT, ICON Clinical Research
Limited, Q2 solutions, ㈜사이넥스, ㈜에이알큐, Veeva
Systems Inc., Viroclinics Biosciences BV, DDL

수탁 업무 내용
회사 필요에 따른 보관 및 처리업무,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 사내 커뮤니케이션, 사내 meeting planning 관리

임상시험기관 관련 업무, 데이터베이스 보관, 관리업무,
PMS 관련 업무 (사용성적조사), 임상시험 보상 관련

Diagnostic Laboratory BV, Myriad RBM Inc., 업무, EAP 관련 업무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사용)
Menarini Silicon Biosystems Lab, Evidera Inc,
Syneos Health, MMG (Matthews Media Group), KB
Insurance Co Ltd
IQVIA Ltd.
쥴릭파마코리아㈜, 용마로지스, ㈜공성로지스틱스, TNT,
마켄코리아(유한), 믹스온, Almac
IpsosHealthcare, 닐슨, CRM 헬스코리아유한회사, IQVIA
, 칸타코리아

학술문의 처리, 이상사례 접수 및 규제기관 보고 업무
의약품 및 기타 물품 배송업무
Market Research 업무

주식회사 레드캡마이스, 주식회사 웨비나스

설명회 및 행사 대행업무

쥴릭파마코리아㈜, 용마로지스

의약품 창고 저장, 보관업무

인투온, 씨비알이코리아㈜

문서 저장, 보관 및 파기업무

아이리스인포테크, ㈜이상네트웍스, ㈜메이크봇,
주식회사 카카오, 투엔티위드(TWENTY WITH)
㈜윌앤비전
씨비알이코리아㈜, ㈜인투온,주식회사 해리슨애드㈜,
디에이치엘코리아
마콜커뮤니케이션컨설팅주식회사, 온피알앤드크리에이
티브, (주)미디컴피알

IT 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원관리업무
제품관련 콜센터 운영업무
회사 업무 관련 배송업무
PR Agency 업무

지피테라퓨틱스코리아 주식회사

영업대행업무

인코리아금융서비스㈜

직원 자동차 보험 대행업무

씨비알이코리아㈜

출입카드 제작, 명함 제작 대행업무, 외부 창고 문서보관
대행 업무

㈜LS 네트웍스

서울 사무실 정기 주차 업무

조인스 HR, KPMG Management & Risk Consulting Sdn

급여 아웃소싱, HCP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및

Bhd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4 대보험 관리 대행 업무 등

교보생명보험(주), 삼성증권(주), (주)국민은행,
DB 손해보험(주), NH 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업무

삼성증권, 신한은행
교보생명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에임메드,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대명호텔앤리조트,
(주)이랜드파크 켄싱턴, (주)마쉬코리아보험중개,

직원 복리후생 지원 업무

한마음플라워 (씨비알이코리아㈜재위탁)
롯데카드

법인카드 발급 업무

한국시티은행

Payment 관련 업무

㈜지오영 (주)에임메드

Patient Support Program 지원 업무

메디게이트

Marketing, Scientific Engagement 지원 업무

(주)커리어케어, (주)한경디스코

채용지원 업무

(주)맨파워코리아,

파견직원 채용 및 관리 업무

LG Uplus

Mobile device 사용 지원 업무

혜성인터내셔날

사내판매지원 업무

Accenture, KC

Commercial Excellence 지원 업무

Mercer, Willis Towers Watson

Reward 관련 업무

(사)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국세청 기부영수증 발행 대행 업무

㈜아시안 타이거즈

Relocation Support 업무

Ernst & Young

IA Tax & Visa Support 업무

BGRS, LLC

Global Relocation Support 업무

Cigna

IA Insurance 업무

(주)다우기술

SMS 지원 업무

㈜플립커뮤니케이션즈

GSK 컨슈머헬스케어샵(GSK SHOP) 홈페이지 위탁관리

광동제약, SK 바이오사이언스, 환인제약

GSK 제품 공동 판매 업무

주식회사 트렉시

GSK Shop 의 상품 배송 업무

Havas Group, SANDPIPER COMMUNICATIONS
Limited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정보 수집,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