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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담당 의료인만이 진료목적으로 환자의 마이헬스 기록부를 볼 수 있도록
규제됩니다. 마이헬스 기록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의료인만이 보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내 기록을 열람했는지 이용내역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료인이 내 기록을 열람할 때 자동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림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친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내 기록의 관리를 돕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접근권한에 차등적 제한을 설정하여 내 마이헬스 기록부에서
대리인이 열람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센터링크(Centrelink), 국세청(ATO)에서 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법원의 명령없이 경찰이나 정부기관에서 개인의 마이헬스 기록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보험회사나 고용주가 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보험이나 고용 등의 목적으로 마이헬스 기록부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 정보가 연구조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마이헬스 기록부의 자료는 연구조사와 공중보건정책에 길잡이가 되어 호주
보건시스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헬스 기록부 시스템의 자료 중
신원정보를 제거한 자료만 연구조사와 공공보건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원정보
제거라는 말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삭제된 자료라는 뜻입니다.
원하실 경우 신원정보 제거 상태라도 본인 자료가 연구조사나 공공보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이헬스 기록부의 ‘Profile & Settings
(프로필과 설정)’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건강 정보를 구글로 검색할 수 있나요?
마이헬스 기록부 시스템은 구글을 통해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마이헬스 기록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의료인만이 보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메디케어(Medicare) 번호, 성별의 입력이 요구됩니다.

이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 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호주 전자 보건 기관 사이버 안전센터(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Cyber
Security Centre)에서는 모든 마이헬스 기록부 시스템의 이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개인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로 규제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형과 $315,000 이하의 벌금형을 포함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이헬스 기록부의 정보 중 담당 의료인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 마이헬스 기록부에 보유되는 정보의 내용과 정보 공유대상자에 대한 결정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료나 보고서는 진료시 의료인에게 기록부에 올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건강정보가 의료인의 컴퓨터나 의료차트에는 남아있을 수 있으나
마이헬스 기록부에는 보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근 암호를 설정해서 어느 의료인이 기록을 열람하고 어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료와 메디케어 정보를 기록부에서
언제든지 본인이 삭제할 수 있으며, 각 자료에 개별적으로 접근암호를 설정하여
열람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헬스 기록부 시스템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안전한 보안을 통해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록부의 열람대상자와 기록내용의 결정권은 정보주체인 본인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면 접근 암호를 설치해서 어느 의료인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제한할 수 있고, 자신의 기록에서 자료 또는 메디케어 정보를 삭제하거나, 개별
자료에 접근 암호를 설정해서 열람대상자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개인의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위법이며 엄중한 처벌로 규제됩니다.
열람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 기록을 의도적으로 열람한 경우를 발견하면
1800 723 471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헬스 기록부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진료시 담당 의료인에게
진료내용을 내 마이헬스 기록부에
업로드 하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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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TIS National)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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