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Health Net of California, Inc., Health Net Health Plan of Oregon, Inc., Managed Health Network, Inc., 
및/또는 Health Net Life Insurance Company 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 및 계열사(“Health Net”으로 총칭)들이 아래 기재된 

보호되는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를 사용 및 공개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섹션 I. 공개 대상 정보의 소유자
이름: 가입자 ID 번호: 생년월일:

주소:

섹션 II. 공개될 정보에 대한 설명
본인은 Health Net이 아래 유형의 건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A. 건강 정보의 일반적인 설명(적용되는 사항 모두 선택):
■ 신청서, 가입, 회원권 및 자격 기록 및 정보

■  클레임/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s)/보험 적용 확인서(Evidence of Coverage) 기록 및 정보

■  약국 기록 및 정보

■  보험료/지불/청구서 정보 및 기록

■  기타 정보(상세히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민감한 정보 유형의 추가 설명(적용되는 사항 모두 선택):
귀하는 다음의 민감한 정보 유형에 관한 정보 및 기록의 공개를 허가하기 위해 본 섹션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진단, 치료, 예후 또는 진료의뢰

■  HIV/AIDS(AIDS 관련 합병증(ARC) 또는 성병(STD) 포함)
■  유전자 검사

■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

섹션 III. 목적
본인은 다음의 목적(들)을 위해 Health Net에서 상기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  본인의 요청

■  기타(상세히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섹션 IV. 허가 만료
본 허가는 ____________ (월/일/년)에 만료됩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허가는 일 년 후에 만료됩니다.

보호되는 건강 정보의 

공개 허가
California, Oregon 및 Washington 주 내에서 사용

(계속)

Health Net of California, Inc., Health Net Health Plan of Oregon, Inc., Managed Health Network, Inc., 및 Health Net Life Insurance 
Company는 Health Net, Inc.의 자회사입니다. MHN 계열사는 Managed Health Network 및 MHN Services를 포함합니다. Health Net과 
Managed Health Network, Inc.는 Health Net, Inc.의 고유등록상표입니다. 모든 사용 권한은 Health Net, In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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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V. 정보를 받을 개인 또는 주체
본인은 위에 기재된 본인의 건강 정보를 다음의 대상에게 공개할 것을 허가합니다.

이름: 회사(적용되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              )
이름: 회사(적용되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              )

섹션 VI. 중요 정보
•  본 허가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정보를 받은 대상에 의해 재공개될 수 있으며 HIPAA를 포함한 연방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의해 더 이상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Health Net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통지에서 설명한 대로 Health Net Privacy Office, Attention Director, Information 
Privacy, PO Box 9103, Van Nuys, CA 91409 앞으로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취소는 

접수가 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Health Net 또는 기타 주체가 본 허가에 의거해 이미 수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아직 Health Net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Health Net이 본인의 혜택 자격 또는 가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또는 Health Net이 승인 또는 위험 평가 목적으로 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 지불, 가입 또는 혜택 자격은 본 허가의 제공 또는 거절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본인은 본 허가서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섹션 VII. 승인
본 허가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상기의 정보를 읽고 이해했으며 본인의 서명이 위에 설명된 정보의 공개를 허
가함을 인정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가입자, 개인 대리인 또는 부모/보호자의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입자, 개인 대리인 또는 부모/보호자의 이름 정자체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를 대신할 권한 설명)

본 허가서가 가입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서명된 경우, Health Net은 PHI가 본 허가에 준하여 공개되기 전에 가입자를 

대신해 수행할 해당 개인의 권한을 증명할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허가서가 미성년자인 가입자의 부모/보호자에 

의해 서명된 경우, 저희는 미성년자 가입자에 관한 PHI의 공개 전에 해당 미성년자 가입자가 서명한 별도의 허가서를 

포함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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