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kenhead Medical Centre

Test result management
• Test results are reviewed and interpreted by a doctor. Once
the Doctor has filed them, lab results are available to view
on the patient portal. If you are not already enrolled, please
ask reception how.
•

If your test results are normal we will not routinely call to
inform you.

•

You will however, be contacted by phone if the result
requires follow up. In some circumstances, you may need
to make an appointment with your doctor to have your
results explained.

•

Should you wish to enquire about your results please call
the practice on 09 4191636 between 8am – 6pm, Mon- Fri.

•

It is important you keep all contact phone numbers and
addresses up to date.
Health information is only given to the person the information
is about unless otherwise requested by that person as per NZ
Privacy Laws and the Health and Disability Code of Rights.

测试结果管理
• 由医生检查和解释测试结果。 一旦
博士已提交，实验室结果可供查看
在患者门户网站上。 如果您尚未注册，请
问接待怎么样。
• 如果您的测试结果正常，我们将不会定期致电
通知你。
• 但是，如果结果，您将通过电话联系
需要跟进。 在某些情况下，您可能需要
预约你的医生
结果解释。
• 如果您想查询结果，请致电
周一至周五上午8点至下午6点09 4191636的做法。
• 保留所有联系电话号码非常重要
地址是最新的。
• 健康信息仅提供给该人
除非另有要求，否则信息是关于的
根据新西兰隐私法和健康与残疾人士
权利法典。

검사결과에 대한 안내서

- 피검사 결과는 의사가 검토하고 해석합니다. 의사가
피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환자 분의 Patient portal에서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Patient portal에 아직
등록하시지 않으셨다면 리셉션에 문의하십시오.
- 검사 결과가 정상일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보
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와 예약을 잡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검사 결과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09-419-1636 으로 전화
주십시오. 클리닉 오픈 시간은 월-금 아침 8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와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주십시오.
- 뉴질랜드 개인 정보 보호 법 및 권리에 따라, 환자분께
직접 동의 되지 않은 한 검사 결과 및 개인 정보는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