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個人情報の収集•利用同意書

㈜차바이오텍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株）チャ・バイオテックは、患者様の個人情報を大切にし、異議徹底保護のため、個人情報保護に関連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TCC 면역세포 요법 상품의 위탁판매인으로 Tokyo Cell Clinic(이하 “TCC”)를 대행하여 고객에게
する各種法規を遵守しています。（株）ティーバイオテックは、TCC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免疫細胞療法の商品の委託販売人に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Tokyo Cell Clinic（以下「TCC」）を代行して、顧客に提供するサービスの正確かつ効率的な管理のため
개인정보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に下記のように個人情報の収集および利用に同意を求めようとします。
수집 및 이용
- TCC 면역세포 요법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에 활용
- 마케팅(CRM, 고지사항전달, 공지, 민원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

個人情報の

収集する基本個人情報の項
目

収集と利用

個人情報の収集・利用目的

個人情報の保有及び利用期
間
個人情報の提供に同意拒否
の権利と同意を拒否による
不利益の内容や制限事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제공(SMS, MMS, 우편, E-mail)

氏名、性別、国籍、生年月日、自宅住所、勤務先、住所、連絡先、携帯電
- 당사가 진행하는 제휴행사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자료
-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및 서비스 개발
話、E-mail
TCC와 위탁관계 종료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TCC 免疫細胞療法を遂行するにあたり、必要な本人確認の手続きに活用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 マーケティング（CRM、告知事項伝達、お知らせ、苦情処理など）のため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에 따라 TCC의
면역세포 요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の円滑な意思疎通の経路の確保
- 当社が提供するサービスとイベント情報提供（SMS、MMS、メール、E민감정보
고객의 TCC 면역세포 요법을 위해 시행한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 일체
수집하는 기본 민감정보 항목
mail）수집•처리
고객에 대한 TCC 면역세포 요법의 원활한 진행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동의
- 当社が進行するアフィリエイトイベントやサービスを促進するための資料
TCC와 위탁관계 종료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業務に関連する統計資料作成やサービスの開発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민감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귀하는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에 따라 TCC의
TCC と委託関係終了などのように個人情報の収集及び利用目的が達成された
면역세포 요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後は、例外なく、その情報を破棄します。（ただし、他の法令に別に定め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る場合は、その期間まで保管）

귀하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제3자
あなたは、個人情報の提供に同意を拒否する権利があり、ただし、同意を
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TCC 면역세포 요법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귀하는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拒否に基づいて TCC
の免疫細胞療法サービスを利用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
す。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이용 목적

TCC

- 서비스 예약에 필요한 본인
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
한 고객이 동의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단, 기타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이

収集する基本敏感情報項目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상담 시
- 계약서상 기재된 질병정보,
달라질 수 있음)
患者様の TCC 免疫細胞療法のために実施した検査の結果、カルテなどの健
참고자료
사전검사결과 등 민감정보
康に関する情報
차움의원 , 분당차병원,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の収集•処理

敏感情報の収集・利用目的

[
]
患者様の TCC 免疫細胞療法の円滑な進行

に同意

敏感な情報の保有及び利用
期間

TCC と委託関係終了などのように個人情報の収集及び利用目的が達成され
た後は、例外なく、その情報を破棄します。（ただし、他の法令に別に定
20
년
월
일
める場合は、その期間まで保管）
성명:
(인/서명)

敏感な情報提供に同意拒否
の権利と同意を拒否による
不利益の内容や制限事項

あなたは、敏感な情報提供の同意を拒否する権利があり、ただし、同意を
拒否に基づいて TCC の免疫細胞療法サービスを利用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
す。

重要な情報

연의원

の提供に
同意に同

個人情報の提
供を受ける者
TCC

意

チャウム病
院、ブンダン
チャ病院、釜
山本病院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고객이 동의한 개인정보

(단, 기타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귀중

あなたは敏感情報収集・処理に同意しますか？

第三者へ

서비스 내용 중 사전검사 등을
위한 예약

個人情報の提供を受け
る者の個人情報の利用
目的
- サービスの予約に必
要な本人確認
- サービス利用のため
の相談時の参考資料

サービス内容の事前検
査などのための予約

▢同意する▢同意しない

提供する個人情報の項
目
- 氏名、住所、連絡先
などを含む、患者様が
同意した個人情報
- 契約上の記載された
疾患情報、事前検査の
結果などに敏感な情報
氏名、住所、連絡先な
どを含む、患者様が同
意した個人情報

個人情報の提供を受け
る者の個人情報保有及
び利用期間
個人情報の利用目的を
達成時まで
（ただし、他の法令に
基づいて保有期間が異
なる場合があります）
個人情報の利用目的を
達成時まで
（ただし、他の法令に
基づいて保有期間が異
なる場合があります）

韓国「個人情報保護法」に基づいて、個人情報の収集と活用に同意します。

年
氏名：

月

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Tokyo Cell Clinic（以下 TCC ではあるが、本申請後小田クリニックに変更予定、以下同様）

㈜차바이오텍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TCC 면역세포 요법 상품의 위탁판매인으로 Tokyo Cell Clinic(이하 “TCC”)를 대행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の免疫細胞療法のご案内

TCC 免疫細胞療法の進行手順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 TCC 면역세포 요법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에 활용
- 마케팅(CRM, 고지사항전달, 공지, 민원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제공(SMS, MMS, 우편, E-mail)
- 당사가 진행하는 제휴행사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자료

免疫細胞
保管なし

治療前の
血液検査

-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및 서비스 개발
免疫細胞

検査結果送付
と細胞の輸送

の単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医師に相談

受診病院

契約
治療費提示

CHA バイオテック

受診病院

免疫細胞
保管済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TCC와 위탁관계 종료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에 따라 TCC의
CHA
バイオ
計画
면역세포
요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テック

CHA バイ

민감정보
수집•처리
동의

オテック保
수집하는 기본
민감정보 항목
管の

免疫細胞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の搬出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CHA
バイオ

テック
민감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고객의 TCC 면역세포 요법을 위해 시행한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 일체

CHA バイオテック

고객에 대한 TCC 면역세포 요법의 원활한 진행
TCC와 위탁관계 종료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検査結果と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細胞の輸送

귀하는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에 따라 TCC의
면역세포 요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治療後の
検査結果
の通知

CHA バイオテック

治療後の
検査

동의함

免疫細胞 귀하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免疫細胞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제3자
空港送迎
の培養
療法実施 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TCC 면역세포 요법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귀하는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受診病院

동의하지 않음

TCC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TCC

차움의원 , 분당차병원,
연의원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TCC이용 목적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TCC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예약에 필요한 본인
확인

-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
한 고객이 동의한 개인정보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상담 시
참고자료

- 계약서상 기재된 질병정보,
사전검사결과 등 민감정보

서비스 내용 중 사전검사 등을
위한 예약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고객이 동의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단, 기타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단, 기타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１

患者様は、TCC の提携会社である（株）CHA バイオテックの案内に沿って、上記 TCC 免 疫細
20

년

□ はい

월

胞療法の進行手順と同様に TCC 免疫細胞療法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ます。これに対する説明を聞
성명:

□ いいえ

(인/서명)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귀중

きましたか？

２

일

TCC 免疫細胞療法の全過程は、契約主体である TCC が主管し、（株）CHA バイオテックは、TCC が
実行する免疫細胞療法の契約を締結、治療費提示、免疫細胞の単離、計画、免疫細胞の輸送、検

□ はい
□ いいえ

査結果の送付、治療後の検査結果の通知等を代行します。これに対する説明を聞きましたか？

３

受診病院を通じて採取した血液から分離、凍結処理された免疫細胞は、安全管理基準を満たして

□ いいえ

いる移送専門業者を介して TCC に移送されます。これに対する説明を聞きましたか？

４

TCC 医療スタッフは、患者様が TCC に到着後、患者様と相談を行い、相談の結果、患者様の免疫細
胞療法施行が不適切と判断をした場合、免疫細胞療法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に対する
説明を聞きましたか？

年
氏名：

□ はい

月

日

□ はい
□ いい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