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EL 보건 상담 센터
보건 양식서, 접종, 결핵 검사와 관련한 주요 안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Merrimack 대학에 잘 오셨습니다!
Merrimack 대학에 도착하시기 이전에, 보건 양식서를 작성하시고 접종서와 결핵 검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본교에 도착하신 후 필요한 접종 사항을 위해 안내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MyMack (대학생)에서 MackTask 목록서에서 환자 포탈 링크로 or the Graduate
Orientation class in Blackboard (대학원생)에서 ‘대학원 오리엔테이션’반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링크에서:
1. 저희의 환자 포탈에 등록하십시요
2. 보건 양식서를 기입하십시요.
3. 접종 기록을 업로드하세요.
4. 신체검사 결과를 업로드하세요.
5. 결핵 검사 결과를 제출하세요.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멜 보건 및
상담 센터에 전화 혹은 이메일(978-837-5441, hamelhealthcenter@merrimack.edu)로
담당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merrimack.edu/hamel을 방문하세요.

하멜 보건 및 상담 센터 환자 포탈의 등록에 관한 주요 지시사항


@merrimack.edu 이메일 주소 로그인을 받으신 후 환자 포탈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Merrimack 이메일을 먼저 만드십시요. MyMack에 주요 링크 목록서로
가셔서 지메일에 클릭하세요. 개인 지메일 계정이 아닌 Merrimack Gmail 계정을
만들게 됩니다.



본 환자 포탈은 귀하의 MyMack 및 Merrimack.edu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와
별도가 됩니다.



MyMack과 Merrimack.edu의 사용자명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패스워드는 특별
문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먼저 환자 포탈에서 개인 정보를 등록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명이 인식되지 않게 됩니다.



MyMack 에서 귀하의 MackTasks 점검목록표에서 보건양식서에 클릭하시면 환자
포털로 이동되시게 됩니다. 아래의 웹 주소를 입력하셔서 아래 보이시는 ‘잘
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https://merrimack.medicatconnect.com/.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처음으로 등록하실 경우 사용자명이나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마세요.

기타 사항에 관하여
www.merrimack.edu/hamel를 방문하세요

하멜 보건 및 상담 센터 환자 포탈의 등록에 관한 주요 지시사항(계속)


아래 화면과 같이 등록 페이지로 이동되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사용자명을 입력하세요.



귀하의 MyMack 학생증은 학생증의 마지막 6자리 숫자가 됩니다. 그 외의 숫자는
입력하지 마십시요.



MyMack에 귀하의 이름과 같이 성과 이름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동일치 않을 경우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페이지 상단에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본교의 환자포탈에 등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Merrimack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에 관하여
www.merrimack.edu/hamel를 방문하세요

하멜 보건 및 상담 센터 환자 포탈의 등록에 관한 주요 지시사항(계속)



귀하의 Merrimack.edu 이메일 계정으로 가셔서
noreply@merrimackhealthcenter.com에서 받으신 이메일을 읽으세요.
제목은 ”Merrimack College”이 됩니다. 본 이메일에서 귀하의 패스워드를 형성할
링크를 받으시게 됩니다. 링크에 클릭하셔서 패스워드를 만드신 후 확인하시고난 뒤
‘제출하기’를 누르세요. 에러 메시지를 받으시는 경우 입력하신 패스워드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환자 포탈로 이동되게 됩니다.



환자
o
o
o



신체검사서(대학생의 경우), 백신 접종서, 결핵 검사서를 업로드하세요.



위의 사항은 학교를 옮기신 분을 비롯하여 새로 입학하시는 대학생, 대학원생에

포탈에서 다음 3가지 양식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병력서
치료 동의안
결핵 설문지

해당합니다.


또한 하멜의 메시지, 의료 방문 및 예약 방문시에 받으신 교육 정보 보기의
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기타 사항에 관하여
www.merrimack.edu/hamel를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