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 추진: 

호주 골다공증 (Osteoporosis Australia) 

뉴질랜드 골다공증 (Osteoporosis New Zealand) 

호주 뉴질랜드 노인의학회 (Australian and New Zealand Society for 

                                    Geriatric Medicine) 

호주 정형외과회 (Australian Orthopaedic Association) 

뉴질랜드 정형외과회 (New Zealand Orthopaedic Association) 

호주 뉴질랜드 골전해질회(Australian and New Zealand Bone and  

                                 Mineral Society) 

응급 의학 호주 대학 (Australasian College for Emergency Medicine) 

호주 재활의학회 (Australasian Faculty of Rehabilitation Medicine) 

호주 왕립 외과 대학 (Royal Australasian College of Surgeons) 

호주 뉴질랜드 정형외과 간호사회 (Australian and New Zealand  

                                            Orthopaedic Nurses Association) 

 

호주 뉴질랜드 둔부골절 등록소 (Australian and New Zealand Hip  

                                         Fracture Registry (ANZHFR) 

NeuRA 

139 Barker Street 

Randwick NSW 2031 

www.anzhfr.org 

 

 

호주 뉴질랜드 둔부골절 등록소 
(Australian and New Zealand Hip Fracture Registry)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성과 지향 
(Enhancing outcomes for older people) 

 

Insert image here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둔부골절 등록소 

(ANZHFR)에 연락하거나 수석 조사단 (The Principal 

Investigators)에 연락하십시오.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십시오. 

 

 전화: 1300 ANZHFR (269 437) 

 이메일: clinical@anzhfr.org 

 웹사이트: www.anzhf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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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보 (Information Sheet) 

 
 

안내 정보 (Information Sheet) 
 

목적 (Purpose) 

ANZHFR 의 목적은 둔부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5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의 질과 안전 및 효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ANZHFR 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의 둔부골절 관리를 위한 안내지침에 근거한 

치료 및 치료의 결과를 감시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수집되는 정보 내용 (What information will be collected?)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국내 헬스 케어 번호 및 거주 

상태.  

 본인의 입원 전 자립 정도 및 병력. 

 병원 입원과 받은 치료 및 퇴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  

 

개인 정보 보호 (Privacy of Information) 

 ANZHFR 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되고 비밀이 유지되며 승인 받은 

등록소와 연구자들만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정보는 승인된 독립적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정보는 보고, 발표, 혹은 출판을 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본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보는 법적 요구를 제외하고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공개될 것입니다. 

 본인의 정보는 다른 정보 수집에 연결될 것입니다.  

 

입원일로부터 120 일에 있는 추후 검진 (Follow-up at 120-

days from admission) 

 본인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직원이 전화 연락을 할 

것이며, 전화 통화는 5 분 내지 15 분이 걸릴 것입니다.  

 전화를 하여, 본인의 회복과 움직임 상태, 자립 정도, 다친 

둔부의 추가적 수술 여부 및 약복용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위험부담, 이익, 비용 (Risks, Benefits, Costs) 

 전화상의 추후 검진과 관련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ANZHFR 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참여가 미래의 둔부 골절 환자를 위한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참여해서 얻는 즉각적 혜택은 없습니다.  

 ANZHFR 참여로 비용 추가가 초래되거나 참여비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둔부 골절 등록소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성과 지향 

 

 

ANZHFR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한 연락처: 

 전화:  1300 ANZHFR (269 437) 

 이메일:  optout@anzhfr.org 

 웹:   www.anzhfr.org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정보가 ANZHFR 에 

포함되는 것과 퇴원 후 추후 검진을 위해 연락을 받는 것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