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건강 정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포털 사이트 중 한 곳에 등록하면 하루 24 시간, 일주일 내내 건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고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씨 주민은 주 전역 또는 해당 보건 당국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등록한 곳에서 자신의 예방접종 기록, 실험실 검사 결과, 처방 조제약, 의료 영상 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게이트웨이(Health Gateway)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 및 코로나 19 검사 결과를 열람하십시오.  

또한 로그인하지 않고도 본인이나 가족의 예방접종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씨주 리소스 

건강 게이트웨이(Health Gateway) 

건강 게이트웨이를 통해 비씨주 의료 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및 보호자는 부양 자녀를 추가하여 11 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게이트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씨 정부: 건강 

게이트웨이를 참조하십시오. 

건강 게이트웨이에서 다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및 기타 실험실 검사 결과 

 투약 이력 

 예방접종 기록 

 지역 보건 및 병원 방문 

 특별당국(Special Authority) 요청 기록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 

 코로나 19 검사 결과 

건강 게이트웨이는 귀하가 비씨주 어디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든지 간에 모든 건강 정보를 한 곳에 

모읍니다. 향후 더 많은 종류의 건강 기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건강 게이트웨이 계정 만드는 법 알아보기. 

https://www.healthlinkbc.ca/more/health-features/your-health-information#across-the-province
https://www.healthlinkbc.ca/more/health-features/your-health-information#your-health-authority
https://www.healthlinkbc.ca/more/health-features/your-health-information#health-gateway
https://www.healthgateway.gov.bc.ca/vaccinecard
https://www.healthgateway.gov.bc.ca/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health-gateway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health-gateway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health-gateway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health-gateway#registration


건강 게이트웨이 앱 

건강 게이트웨이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건강 게이트웨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대부분 

동일한 건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몇 가지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핸드폰, 태블릿 또는 아이패드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십시오. 

건강 게이트웨이 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마이 케어 컴파스(MyCareCompass)를 참조하십시오 

마이 케어 컴파스(라이프 랩(Lifelabs))는 라이프 랩 실험실 검사 결과 및 예약 용도로 예약 16 세 이상의 

비씨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 리소스 

프레이저 헬스(Fraser Health) 

마이 차트(MyChart™) 

마이 차트 환자 포털은 2022 년 1 월 21 일부로 중단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헬스(Interior Health) 

마이 헬스 포털(MyHealthPortal) 

마이 헬스 포털은 온라인 도구로서, 인테리어 헬스 환자들이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건강 정보에 하루 24 시간 일주일 내내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이 헬스 

포털은 19 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의사/간호사의 지원을 받는 12~18 세의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보고서 및 방문 기록 열람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의 특정 전사 기록 보고서 열람 

 특정 예약 세부 정보 및 지침 열람  

 알레르기 및 질환 열람 및 업데이트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마이 헬스 포탈(MyHealthPortal) 앱 다운로드 및 설치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health-gateway
https://mycarecompass.lifelabs.com/
https://www.interiorhealth.ca/health-and-wellness/accessing-care-through-technology/myhealthportal
https://www.interiorhealth.ca/health-and-wellness/accessing-care-through-technology/myhealthportal
https://www.interiorhealth.ca/health-and-wellness/accessing-care-through-technology/myhealthportal


HealthLinkBC 파일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ealthLinkBC.ca/health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주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조언은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번(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번역 

서비스는 요청 시 13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계정 열람 권한 공유 

 미성년자(0~11 세)나 보호가 필요한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열람권 요청 

아일랜드 헬스(Island Health) 

마이 헬스(My Health) 

마이 헬스는 아일랜드 헬스 환자에게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안전한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열람 가능한 자료는 아일랜드 헬스 실험실 검사 결과, 의료 영상 보고서, 임상 서류 

및 외래 진료 예약 등이 있습니다. 

19 세 이상 또는 의사/간호사의 지원을 받는 12~18 세의 경우 마이 헬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던 헬스(Northern Health) 

헬스 이라이프(HealthELife) 

헬스 이라이프는 노던 헬스 환자가 병원 및 병원의 디지털 건강 정보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 자녀 또는 보호 중인 성인/노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19 검사를 비롯한 실험실 결과 보고서 열람, 의료 영상 보고서 열람, 병원 검사실 

및 영상촬영 일정 열람, 워크인 실험실 및 기타 외래 환자 서비스 체크인, 건강 정보 공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퍼스트네이션 보건당국 – 이헬스(eHealth) & 가상 건강 서비스 

 프레이저 헬스 – 가상 건강 서비스 

 인테리어 헬스 – 가상 의료 서비스 

 아일랜드 헬스 – 가상 의료 서비스 

 노던 헬스 – 디지털 건강 서비스 

 밴쿠버 코스탈 헬스(Vancouver Coastal Health) – 가상 건강 

 
 

최종 업데이트: 2023 년 2 월 6 일 

https://www.healthlinkbc.ca/services-and-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s://www.islandhealth.ca/our-services/virtual-care-services/myhealth/enroll-myhealth
https://www.northernhealth.ca/services/digital-health/healthelife
https://www.fnha.ca/what-we-do/ehealth
https://www.fraserhealth.ca/patients-and-visitors/virtual-health#.Y6IaFnbMLWx
https://www.interiorhealth.ca/health-and-wellness/accessing-care-through-technology/virtual-care-services
https://www.islandhealth.ca/our-services/virtual-care-services
https://www.northernhealth.ca/services/digital-health
http://www.vch.ca/your-care/virtual-health/for-patients-and-cl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