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더블유코리아㈜는 BMW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항목
비엠더블유코리아㈜(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BMW 디지털 서비스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필수항목에 해당합니다.
BMW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차량으로부터 수집
–

차량일반정보: 차대번호, 차종, 색상, 번호판, 옵션 등

–

차량상태정보: 마일리지, 잔여 연료량, 충전정보, 배터리전압, 차량 잠금 상태, 라이트 상태, 손상데이터, 3D이미지, 타이어
공기압 상태 등

–

차량위치/이동정보: 위치, 출발시간, 목적지, 속도 등

–

차량서비스정보: 오일수준, 브레이크 연마 수준 등

–

차량운전자/설정정보: 뉴스설정, 전자우편, 사진, 차량 내 개인설정(좌석설정, 온도 설정, 타이머 설정 등), 음성명령 등

BMW 디지털 서비스 중 별도 회원가입이 요구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로부터 수집
–

(가입 시) 이름, 호칭, 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

(이용 시) 주소, 휴대전화번호

–

(결제 시) 신용카드정보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과 같이My BMW 홈페이지/앱 및 제반 서비스의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 유료 서비스 과금, 서비스 개발·제공 및 향상,
고객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BMW 디지털 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My BMW 홈페이지 및 앱의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이용자 본인 확인, 각종 고지 및
통지, 탈퇴의사 확인 등의 회원관리

–

온라인 스토어에서 유료 서비스 구매 시 해당 서비스의 결제, 청구서 발행, 환불처리, 미납요금의 회수 등의 이용계약 체결

–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약관 위반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

서비스 이용기록의 분석 등 신규 서비스 요소의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개선

–

고객상담 및 민원처리,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등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운영

–

기타 법령이나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적 의무사항 준수

보유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하며 회원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상기 처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예방, 조정, 대응, 관리 등의 목적으로 회원정보 (이름, 호칭, 전자우편주소, 주소, 휴대전화번호)는
회원탈퇴 후 1년 간 보관하고 파기합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10년간 보관하고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BMW ConnectedDrive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량에 장착된 통신 모듈이 비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BMW 디지털
서비스 제공해 드릴 수 없으며, 위에 나열된 처리목적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의 제공 또한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