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전 안내
영업양수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당사는

2019.

10.

2.

당사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사업

부문을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즈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영업양수인”)에 양도(이하 “본건
영업양수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업양수도 계약의
거래종결(예정)일인 2019. 11.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영업양수인에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영업양수인의 개요
•

상

호: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즈코리아 유한회사

•

이

사: 홍성용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9, 2 동 202 호(송도동)

•

전화번호: 02-6201-3800 (내선 3)

•

이 메 일: ls.kr@ge.com

2. 개인정보 이전 안내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영업양수인에게 이관되어 관리되며, 본건 영업
양수도 후에도 귀하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 처리될 것입
니다(단, 귀하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나 법령에 따른 경우는 그에 의하여 이용·
제공됩니다).
본건 영업양수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분은 당사 대표 전화번호 026201-3114 로 연락을 주시거나 당사 서울 사무실(주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
어 15 층)에 방문하시어 이전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전을 거부하시더라도 법령
상 개인정보 이전이나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한 범위에서 분리되어 이전 및 보관될 수 있고,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성욱

NOTIFICATION OF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GE Healthcare Korea, Inc. (“Company”) would like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upon business transfer.
The Company entered into an agreement to transfer the Company’s biopharmaceutical business to
Global Life Sciences Solutions Korea Limited (“Transferee”) on October 2, 2019 (“Business
Transfer”). Upon the Business Transfer, your personal information retained by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business will also be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as of November 1, 2019,
the (scheduled) closing date of the Business Transfer. As such, the Company would like to provide
you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1. THE TRANSFEREE
•

Name:

Global Life Sciences Solutions Korea Limited

•

Director:

Sung Yong Hong

•

Address:

202, R&D Bldg, No. 2., 9, Songdomirae-ro, Yeongsu-gu, Incheon

•

Phone Number : 82-2-6201-3800 (extension: 3)

•

Email:

ls.kr@ge.com

2. NOTIFICATION OF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Your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the Company will be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and will
be retained and managed by the Transferee as of the closing date of the Business Transfer. After the
Business Transfer,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continue to be used and provided to third parties to
the extent to which you consented (provided that, if separate consent is given by you or required by
law,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used and provided to third parties in accordance with such
separate consent or requirement of law).
If you wish to refuse the transfer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please contact us at
[82-2-6201-3114], or visit us at our Seoul Office (Address: 15F, Seoul Square, 416, Hangang-daero,
Jung-gu, Seoul, 04637,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please note that even without your consent,
if transfer or storing of certain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under applicable law, such
information may be separated from other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e transferred and stored
to fulfill such purposes.
Sincerely,
GE Healthcare Korea, Inc.
Representative Director, Sung Wook Kh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