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치 정보 서비스에 관한 디지털 승인 부칙
대한민국 위치 정보 서비스에 관한 본 디지털 승인 부칙(본 "부칙")은 Caterpillar가 자사의 장비, 장치나 자산(총칭하여
"장비")에 대한 운전 및 정비와 관련하여 특정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특정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고
이를 서드 파티에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Caterpillar는 장비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사용합니다. 특정 환경에서는 개별 소유주/운전자나 단독 소유권자인
고객이 장비를 운전할 수 있으며, 장비에 대한 해당 위치 정보가 고객의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본 부칙에서
사용되는 "개인 위치 정보"란 Caterpillar로부터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수신되는 시점에 고객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운전하거나 정비하는 개별 소유주/운전자나 단독 소유권자인 고객에게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1. Caterpillar는 고객의 장비로부터 수집한 텔레매틱스 데이터("텔레매틱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장비의 위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고객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운전하거나 정비하는 개별 소유주/운전자나 단독 소유권자인 경우, 다음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장비를 작업하거나 정비하는 고객의 위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

설명
고객에게 특정 텔레메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텔레메틱스 데이터를

위치 정보 서비스

Caterpillar 특약점에 제공하여 특약점이 해당 데이터를 위치 기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용도로, 고객의 장비에서 수집된 텔레메틱스
데이터(장비의 위치 정보 포함) 사용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제공에
따라 다름(서비스
제공 시점에
제공되는 서비스
수수료)

2. 고객이 개별 소유주/운전자나 단독 소유권자인 경우, 해당 고객은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에 관한 특정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

고객은 Caterpillar의 개인 위치 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객 승인을 철회하거나, 위치 정보 사용 및 보호법에
따라 Caterpillar에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 처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고객은 Caterpillar의 개인 위치 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을 확인하는 기록("PLI 로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 Caterpillar의 위치 정보 처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Caterpillar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Caterpillar와 고객 위치 정보 분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c.

고객은 이메일(catdigitalsupportcn@cat.com)이나 전화(866-228-2111)를 통해 Caterpillar의 Cat 디지털 지원
센터에 문의하거나, 고객이 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한 Caterpillar 특약점에 문의하여 상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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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aterpillar는 PLI 로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Caterpillar 기록 보유 방침에 따라 Caterpillar의 위치 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을 기록합니다. 고객이 Caterpillar의 개인 위치 정보 처리(수집 포함)에 대한 고객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텔레매틱스 데이터 전송이 중단됩니다. 고객은 PLI 로그 데이터 및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

고객이 Caterpillar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연결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Caterpillar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Caterpillar Digital Services & Solutions SARL

주소

Route de Frontenex 76, 1208 Geneva (Switzerland)

전화 번호

Caterpillar Inc. Cat 디지털 지원 센터: 866-228-2111.

이메일

Caterpillar Inc. Cat 디지털 지원 센터: catdigitalsupportcn@cat.com.

I,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본 부칙의 조항을 승인합니다.

고객 회사 이름(인쇄됨)

회사 대표(인쇄됨)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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