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ONSPIRIT HEALTH 

재정 지원 요약  

 

CommonSpirit Health의 계열사인 Dignity Health는 보건 의료 요구가 필요한 개인, 보험 미가입자, 

불충분 보험 가입자,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아니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mmonSpirit 

Health의 재정 지원 정책은 CommonSpirit Health 병원 조직에서 제공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미가입 또는 불충분 보험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명시합니다. 보험 미가입 환자는 민영 의료보험 또는 정부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타 주체로부터 병원 청구비를 변제받을 권리가 없는 

환자입니다. 불충분 보험 가입 환자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기존의 보험으로는 고액 병원 

청구비의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입니다. 

무상 진료 

●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최대 200%인 보험 미가입 환자 또는 불충분 보험 가입 환자는 

무상으로 병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할인 진료 

● 가구의 연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50-350% 구간인 보험 미가입 환자 또는 불충분 보험 가입 

환자는 정부 측에서 납부할 것으로 타당하게 예상되는 최대 금액까지 청구서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은 보통 Medicare가 동일 서비스에 지급하는 금액에 상당합니다. 

● 가구의 연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350-500% 구간인 보험 미가입 환자 또는 불충분 보험 가입 

환자는 병원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일반 청구금액(Amount Generally Billed, AGB)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민영보험사 및 Medicare가 과거에 

병원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환자부담금 및 공제액 포함)이 반영된,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에 상당합니다. 

가구의 연 소득이 위의 범주에 해당하고 다음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 총 $10.00 이상의 잔액이 있는 계좌 

● 다른 모든 지불 옵션을 소진하기 위한 노력에 협조 

●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참고: 경우에 따라 환자는 정식 신청 없이 재정 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 

지원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의 적격 대상이 되는 경우 위에 설명된 일반 청구금액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무이자로 지급 계획의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선급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지급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의 재정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신청서의 무료 사본은 아래 명시된 병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정문 근처에 있는 병원 원무과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 또는 '등록' 

표지판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아래 명시된 전화번호로 환자 재정 서비스에 전화하시면 

요청 시 해당 문서의 무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 웹사이트, 병원 원무과에서 또는 병원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문서의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 번역본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ommonSpirit Health 재정 상담사는 문의 사항에 답변해 드리고,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정 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재정 상담사는 병원 시설의 AGB 백분율 및 

AGB 백분율 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원무과에도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귀하의 병원을 위해 아래 명시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Bakersfield Memorial Hospital 420 34th St., Bakersfield, CA 93301 | Financial Counseling 661-327-4647 ext 4692   
Patient Financial Services 866-397-9272 | www.dignityhealth.org/bakersfieldmemorial/paymenthelp  
Mark Twain 768 Mountain Ranch Rd, San Andreas, CA 95249 | Financial Counseling 209-754-2622   
Patient Financial Services 866-397-9272 | www.dignityhealth.org/marktwainmedical/paymenthelp 
Mercy Hospital Downtown 2215 Truxtun Ave, Bakersfield, CA 93301 
Financial Counseling 661-327-1792 ext 4692 | Patient Financial Services 866-397-9252 
www.dignityhealth.org/mercy-bakersfield/paymenthelp 
Mercy Hospital Southwest 420 34th St, Bakersfield, CA 93301 | Financial Counseling 661-327-4647 ext 4692   
Patient Financial Services 866-397-9252 | www.dignityhealth.org/bakersfieldmemorial/paymenthelp 
Mercy Medical Center 333 Mercy Ave, Merced, CA 95340 | Financial Counseling 209-564-5105   
Patient Financial Services 866-626-6583 | www.dignityhealth.org/mercymedical-merced/paymenthelp 
St. Joseph’s Behavioral Health Center 2510 North California St, Stockton, CA 95204 
Financial Counseling 209-461-2000 | Patient Financial Services 866-397-9252 
www.dignityhealth.org/stjosephsbehavioral/paymenthelp 
St. Joseph’s Medical Center 1800 North California St, Stockton, CA 95204 | Financial Counseling 209-461-5281    
Patient Financial Services 866-397-9272 | www.dignityhealth.org/stjosephs-stockton/paymenthe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