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부모

MyChart 등록 & 대리인(Proxy) 권한 요청
부모가 자녀의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MyChart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단계로 대리인의 계정이 아직
없는 경우, 자체 계정을 만드십시오. 다음 단계는 대리인 접근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는 JHM MyChart 등록과
대리인으로 타인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

대리인이 이미 MyChart 에 등록한 경우에는 2 페이지(뒷면)부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헬프데스크의 도움을 받아 이 단계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800-318-4246 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MyChart 에 등록
1.

의료인이 안내해 주는 경우: 에픽툴바(Epic toolbar) 안에서 Launch MyChart Home Page 버튼을 누르고 대리인과
함께 아래 단계들을 진행합니다.
또는 대리인이 직접 아래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기기에 이 웹페이지를 여십시오:
https://mychart.hopkinsmedicine.org/MyChart/signup
또는

휴대 기기로 이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2.

인적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는 필수 기입 정보를
의미합니다.

3. Next(다음)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대리인 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하시게 됩니다(Lexis-Nexis 를 통해).

4.

다음 화면에서 사용자명과 암호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Next(다음)을 클릭하십시오.

5.

그 다음은 부모/대리인의 이메일 주소 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Sign In (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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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접근 요청
현장 직원이 대리인 접근 권한을 바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MyChart 를 통해 대리인 접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대리인 접근 요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헬프데스크에서
약 3-5 일 안에 처리해 드립니다. 접근 권한이 바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800-3184246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6.

MyChart 홈페이지에서, 좌측 코너에 있는 Your Menu (나의 메뉴)를
클릭하고 ‘Proxy Request (대리인 요청)’을 검색하십시오.

7.

Proxy Requests (대리인 요청) 질문을 클릭하십시오.

8.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대리인
요청에는 동의서 업로드 요청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가 필요하신 분은 담당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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