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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마이헬스 기록부(My
Health Record)의 열람가능
대상자를 직접 결정하여 관리합니다

개인의 마이헬스 기록부(My Health Record)의
열람가능 대상자를 직접 결정하여 관리합니다
마이헬스 기록부는
개인의 건강 정보가
요약되어 있는 안전한
온라인 기록부입니다.

개인이 직접 본인의
마이헬스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열람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마이헬스 기록부
내용은 개방된 전산망으로
조회가능한 정보가
아니라, 마이헬스 기록부
이용권한을 신청하여
등록한 의료인만이 보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개인의 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불법 조회는 엄중한 처벌로
규제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접근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헬스 기록부 시스템은 개인의 건강기록의 안전한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의료인만이 그 환자의 마이헬스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면 언제든지 접근암호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기록에서 자료나 메디케어(Medicare)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의료인이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막고 싶으면 그 의료인을
의료인 이용대상자 명단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기록부 접근암호(Record Access Code: RAC)를 지정해 놓으면
의료인들이 임의로 환자의 마이헬스 기록부를 열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암호를 설정한 후 원하는 의료인에게만 암호를
알려주고 마이헬스 기록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근암호를 일부 자료에 한해서 설정해 두고나서 그 자료의 열람을
허락하고자 하는 의료인에 한해서 암호를 주면 됩니다.

암호는 인터넷으로 마이헬스 기록부에 로그인해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일단 의료인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면 그 의료인은
자동적으로 환자의 마이헬스 기록부의 의료인 이용대상자 명단
(Healthcare Provider Access List)에 포함됩니다. 이후로는
기록부에 접근 암호가 새로 설정되더라도 이전에 기록을 열람한
의료인은 암호없이 계속해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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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자료 접근암호(Limited Document Access Code:
LDAC)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이 기록부의 일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시에는 지정해 놓은 접근 제한 기능들을 모두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이 응급시 연락처,
알러지, 복용약, 예방접종 내역 등 중요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안전한 치료와 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환자의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불법 조회에는 무거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접근 통제 설정
단계별 안내

1

접근 통제 설정하기

마이가브(myGov)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헬스 기록부를 찾으십시오. 마이가브 계정이 없으면 my.gov.au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가브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Services(서비스)’를 선택하고 ‘Link(연결)’
버튼을 눌러 마이헬스 기록부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방문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본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기록부 접근암호 (RAC)
마이가브를 통해 마이헬스 기록부에 로그인

1

‘Privacy & Access(개인정보와 접근)’ 선택

2

‘Document Access Setting(자료 접근 설정)’
에서 ‘Manage Access(접근 관리)’ 선택

3

드롭다운 리스트가 나오면 그중
‘Manage Access(접근 관리)’ 선택

4

4자 - 8자 암호를 입력하고 ‘Continue(계속)’과
‘Confirm (확인)’ 선택
기록부 접근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 암호를 사용할 수 없음.

기록부 접근암호 설정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안내전화 1800 723 471로
문의하시면 암호설정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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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마이헬스 기록부(My
Health Record)의 열람가능
대상자를 직접 결정하여 관리합니다

마이헬스 기록부의 의료인 이용대상자 명단에서 특정 의료인을 삭제하는 방법
마이가브를 통해 마이헬스 기록부에 로그인

1

‘Privacy & Access(개인정보와 접근)’ 선택

2

‘Document Access Setting(자료 접근 설정)’
에서 ‘Manage Access(접근 관리)’ 선택

3

드롭다운 리스트가 나오면 그중
‘Manage Access(접근 관리)’ 선택

4

‘Remove(삭제)’를 선택하고 ‘Continue(계속)’과
‘Confirm(확인)’ 선택

Croydon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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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마이헬스 기록부(My
Health Record)의 열람가능
대상자를 직접 결정하여 관리합니다

일정 자료 접근암호(LDAC) 설정 방법
마이가브를 통해 마이헬스 기록부에 로그인

1

‘Privacy & Access(개인정보와 접근)’ 선택

2

‘Access by Healthcare Providers(의료인 접근)’에서
‘Manage Access(접근 관리)’선택

3

‘Set limited document access code(일정 자료
접근암호 설정)’선택

4

4자 - 8자 암호를 입력하고 ‘Continue(계속)’과
‘Confirm (확인)’ 선택
기록부 접근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 암호를 사용할 수 없음.

5

접근을 원하지 않는 자료를 찾아
‘Manage Access(접근 관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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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TIS National)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