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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

에 개안정보 처리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개인정보 처리위

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

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개인정보 처

수탁자와 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 수탁자와 그 업무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 위탁업체]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자(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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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내용(수탁업무)

에이엘케이

성명, 주소, 연락처

택배 발송 포장업무

위탁업체 현황 (http://www.unicef.or.kr/about/privacy-corp.asp)

CJ택배

성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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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할 경우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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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개

소, 결제내역

차보고서, 후원자수첩 등)발

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현재 유니세프한국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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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호

을 위한 전화통화

회원번호, 이름, 전

정기후원자 대상 해피콜

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와 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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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던시

회원번호, 회원아이

후원 어플리케이션(iOS, 안드

디, 성명, 주소, 연

로이드) 유지보수

락처, 이메일
주식회사 카카오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부쿠폰을 구입한 후원자 중

전화번호

희망자에 한하여 기부금영수
증 신청을 위한 정보 수집

11. 부칙

11. 부칙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년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의 추가, 삭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원회가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고지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버전번호 및 개정일자 등을 부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

하여 개정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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