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ntrol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개인 정보 동의서 양식
Jaguar Land Rover Limited 및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이하 "당사, 우리, 당사의")는 InControl 서
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 및 Jaguar Land Rover Limited를 대리하여 개인정보 취

계정 생성 시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귀하는 이러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
다. 단, 귀하가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계정 생성을 진행해서
는 안 됩니다.
급방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합니다.


수집되는 개인 정보 항목
당사는 귀하 및/또는 귀하의 차량에 관한 다음 범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정보, 추가 정보, 장치 정보(위치 포함), 차량 식별 정보, 위치 정보, 이동 경로 정보,
차량 운영 정보, 로그 정보, 보안 인증, "Live" 정보, '정보 저장' 및 'PIN 저장' 기능, 공개적인
데이터 소스, 제삼자 데이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 목적
귀하의 개인 데이터의 주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요청 지원 및 귀하의 웹
사이트와 인포테인먼트 환경 개선, 차량 서비스 및 내부 연구 개발, 내부 연구 개발, 문의
해결, 거래 관리 및 당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웹 사이트 환경 향상, 인앱 기능의 지원
및 로깅/분석 목적의 데이터 처리, 관련 차량 서비스의 지원, 기록 유지 관리 및 일반 관리,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기업 인수 및 매각, 법률 및 규제 요구 사항의 관리,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정보의 보존 기간 및 사용
당사는 귀하가 등록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개인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서비스 또는 계약상의 약속을
이행하고 문의에 대응하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의 적법한 이익을 지키고 당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관 기간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에는 발효 중인 계약 조항, 법적 제한 기간,
관련 규제 요구 사항 및 산업 표준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