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세계자연기금 개정안 비교표
현행

개정안

4. 개인정보처리 위탁

4. 개인정보처리 위탁

-하단 표 참고

-하단 표 참고

비고
[개정]

4.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정 전]
위탁받는 자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DM라인

물품 배송 대행

㈜크레비스파트너스

후원자 DB의 보관 및 후원금 자동납부 관

(도너스)

리, 고지사항 전달,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WWF-Korea의 위탁업무 계약 종
㈜엠포스

온라인 캠페인 및 광고 운영

㈜윌앤비전

콜센터 운영 (후원 신청 안내 및 처리, 구

료 시 즉시 파기

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발송,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
인)
금융결제원

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결제업무의 대행

후원금 결제 후 최대 5년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금융거래를

후원금 결제 후 최대 5년

이용한 자동 결제업무의 대행
Facebook Business

후원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즉시 파기

맞춤형 광고 제공
회계법인 리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 작성 및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발급
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정 후]
위탁받는 자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DM라인

물품 배송 대행

㈜크레비스파트너스 (도

후원자 DB의 보관 및 후원금 자동납부

너스)

관리, 고지사항 전달, 맞춤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한

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WWF-Korea의 위탁업무 계약 종
㈜엠포스

온라인 캠페인 및 광고 운영

㈜윌앤비전

콜센터 운영 (후원 신청 안내 및 처리,

료 시 즉시 파기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
구서 발송,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금융결제원

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결제업무의 대

후원금 결제 후 최대 5년

행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금융거래

후원금 결제 후 최대 5년

를 이용한 자동 결제업무의 대행
Facebook Business

후원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즉시 파기

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회계법인 리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 작성 및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발급일
로부터 5년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거래
를 이용한 결제업무의 대행

후원금 결제 후 최대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