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int Thomas Health 

 

Saint Thomas DeKalb Hospital, LLC, dba Ascension Saint Thomas DeKalb; Saint Thomas 

Hickman Hospital, dba Ascension Saint Thomas Hickman; Saint Thomas Highlands 

Hospital, LLC, dba Ascension Saint Thomas Highlands; Saint Thomas River Park 

Hospital, LLC, dba Ascension Saint Thomas River Park; Saint Thomas Rutherford 

Hospital, dba Ascension Saint Thomas Rutherford; Saint Thomas Midtown Hospital; Saint 

Thomas Stones River Hospital, LLC, dba Ascension Saint Thomas Stones River; Saint 

Thomas West, dba Ascension Saint Thomas Hospital, Ascension Saint Thomas Midtown, 

Ascension Saint Thomas West, Ascension Saint Thomas Three Rivers 

 

재정 지원 정책 요약 

2022년 3월 15일 

 

Saint Thomas Health dba Ascension Saint Thomas는, 위에 열거된 보건부들을 포함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매 

개인의 존엄성을 위해 헌신하고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Ascension Saint Thomas는 보유한 

의료 자원을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로 관리하기 위해 평등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화하면서, Ascension Saint Thomas는 자기들로부터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는 특정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요약본은 

Ascension Saint Thomas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카운티에 거주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nnon, Davidson, Dekalb, 

Hickman, Rutherford, Warren, White, Montgomery, Putnam, Sumner, Williamson, Wilson 및 

Humphrey. 일반적으로 총 가계 소득을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과 비교하여 

재정 지원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 2501% 이하일 경우,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일부에 대해 100% 자선 치료 탕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 25013%를 초과하지만 4002% 이하인 경우 차등제에 따라 할인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귀하의 소득을 초과하는 응급 및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의료 

부채가 있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방 빈곤 수준 소득금액의 

250%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해 약간의 정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환자에게는 해당 치료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청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보장됩니까? 

재정 지원 정책은 응급 치료 및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약관은 재정 지원 정책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치료는 재정 지원 정책에서 

취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재정 지원 정책과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4 

 

어떻게 신청 절차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에 대한 도움은 특정 시설에 기초한 아래의 번호로 우리의 재정 

지원 팀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사본은 [https://healthcare.ascension.org/Financial-

Assistance/Tennessee] 및 아래 연락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무료 사본은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서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scension Saint 

Thomas Financial Assistance Department, P O. Box 380 Nashville, TN 37202.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특정 연락처에서 시설별로도 제공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시설을 기준으로 아래 번호 중 하나로 당사의 

재정 지원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지원 팀 연락처 정보 

 

Ascension Saint Thomas Midtown Hospital  615-284-5340 

Ascension Saint Thomas Rutherford Hospital   615-222-6638 

Ascension Saint Thomas West Hospital 615-222-6638 

Ascension Saint Thomas Dekalb Hospital 877-348-7082 

Ascension Saint Thomas Stones River 

Hospital 

877-348-7082 

Ascension Saint Thomas Highlands Hospital 877-348-7082 

Ascension Saint Thomas River Park Hospital 877-348-7082 

Ascension Saint Thomas Three Rivers 931-296-0251 

Saint Thomas Hickman Hospital 931-729-6800 

Saint Thomas Hospital for Specialty Surgery 615-341-7480 

Ascension Medical Group 844-686-2555 

Saint Thomas Emergency Medical Services   877-664-4076 

Saint Thomas LabPlus 615-284-2773 

Saint Thomas Center for Sleep 615-284-7537 

Baptist Ambulatory Surgery Center 615-321-7730 

 

 

 
 

https://healthcare.ascension.org/Financial-Assistance/Tennessee
https://healthcare.ascension.org/Financial-Assistance/Tennessee


재정 지원 정책,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및 지침과 알기 쉽게 작성한 요약은 웹 사이트에 

요청 시 다음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아랍어 

한국어 

라오스어 

중국어 간체 

스페인어 

중국어 번체 

베트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