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서 

 

주식회사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귀중 

귀사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취급위탁 포함) 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에 따라 아래 기재된 각 내용을 확인하며, 귀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과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n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정보 1.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2. 차량정보 : 제작회사, 인도날짜, 모델명, 형식, 모델연도, 주행거리, 
등록번호, 차대번호, 하자발생내역, 수리내역 

수집 및 이용목적 차량의 수리·교환·환불요구 처리에 활용: 국토교통부부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재발통보서 자료 요청 시 제출, 하자재발통보서 접수 사실 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 및 하자재발 차량의 점검 및 수리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 년 

※ 고객님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n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공식 판매사 : KCC 오토모빌, 천일오토모빌, 
아주네트웍스, 선진모터스, C&D 모터스, 한영모터스, 인타이어모터스, 
JL 모터스,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중 고객이 구매한 판매사  

제공하는 정보 1.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2. 차량정보 : 제작회사, 인도날짜, 모델명, 형식, 모델연도, 주행거리, 
등록번호, 차대번호, 하자발생내역, 수리내역 

제공목적 차량의 수리·교환·환불요구 처리에 활용: 국토교통부부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재발통보서 자료 요청 시 제출, 하자재발통보서 접수 사실 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 및 하자재발 차량의 점검 및 수리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 년 

※ 고객님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귀사가 위의 각표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 이용, 

제공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청인(본인)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 (인/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