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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에 대한 대리인 액세스 요청 
부모와 간병인은 MyChart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개인 및 가족 건강 정보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은 

방문하는 동안 즉시 프록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프록시가 오프사이트에 있는 경우, 다음 상황의 환자는 MyChart의 

프록시 요청 양식 설문지를 통해 프록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 고인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무능력자  

 

이러한 방식으로 대리인 액세스를 요청하면 약 3일 후에 헬프 데스크에서 처리합니다.  프록시에 즉시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800-318-

4246으로 전화하세요.  프록시에 아직 MyChart 계정이 아직 없는 경우 2페이지의 MyChart 등록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다른 성인 환자가 성인에게 자신의 의료 또는 일정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MyChart에서 공유 허브 활동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록시 액세스 또는 필수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yChart 프록시 액세스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다른 환자의 기록에 대한 프록시 액세스 요청 

1. MyChart 홈페이지에서 왼쪽 모서리의 내 메뉴 를 클릭하고 ' 대리인 요청 '을 검색하세요.  

 

2. 대리인 요청 설문지를 클릭합니다.  

 

3. 그에 따라 설문지에 답하십시오. 대리인 관계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대리인 요청의 경우 동의서를 업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의사에게 동의서를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대리인 액세스를 요청하면 약 3일 후에 헬프 데스크에서 처리합니다.  즉각적인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800-318-

4246으로 연락하십시오. 

 

MyChart | 환자 

https://www.hopkinsmedicine.org/patient_care/mychart/proxy-acc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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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hart 가입하기 

1. JHM MyChart 웹페이지를 엽니다. https://mychart.hopkinsmedicine.org/MyChart/signup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이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2. 모든 인구 통계학적 질문에 답변을 기재하십시오. *는 필수 항목임을 의미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질문에 답하여 부모/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Lexis-Nexis를 통해).  

 

4. 다음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5. 그러면 부모/대리인 이메일 주소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로그인을 클릭해야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https://mychart.hopkinsmedicine.org/MyChart/sign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