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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수항목 :  법정 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나.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
며,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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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굿네이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
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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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

굿네이버스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
호수칙」에 따라 재난,……

6 개인정보의 제공 및 취급위탁 6 개인정보의 제공 및 취급위탁

굿네이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내용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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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금융결제원 후원금 청구를 위한 자동이체 결제수단제공

㈜KG이니시스 후원금 청구를 위한 휴대폰, 신용카드결제 
및 기타 결제수단 제공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전자인증 본인확인

런정보시스템 회원 관련 우편물 발송
이노지스디

마케팅엔컴퍼니
후원 모금 안내CRM365

헬퍼스하이
플리즈비

㈜씨에스아이시스템즈 전화응대, 후원 모금 안내
㈜에이티엔 후원물품 배송
마이엘허브 위기가정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아이코닉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참여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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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엘허브 위기가정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관리

크레비스파트너스 굿멤버스 대상 소식 및 활동 안내

주식회사 투와이드컴퍼니 캠페인 이벤트 상품 발송

모해다옴 ‘시간여행자’ 프로그램  활동 스케치 영상 
제작

비쥬얼스토리 굿액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회원관리 및 회원서비스 제공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들은 쿠키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
구>인터넷 옵션” 기능에서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1)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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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 지정방법
 ① Microsoft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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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에서 설정
 ②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선택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선택 후 설정
 ③ Internet Explorer
 - [도구] 메뉴 [인터넷 옵션]을 선택
 - [개인정보 탭] 선택
 -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는 날로부
터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시행일자 : 2022.05.09.
- 변경공고일자 : 2022.05.02.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는 날로부
터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시행일자 : 2022.11.21.
- 변경공고일자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