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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PIRIT HEALTH 
거버넌스 정책 부칙 

 

부칙 재정 G-003A-2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제목:   재정 지원 - 오리건 

 
 
관련 정책 
CommonSpirit 거버넌스 정책 재정 G-003, 재정 지원  
CommonSpirit 거버넌스 정책 재정 G-004, 진료비 청구 및 미수금 회수 

이 오리건 부칙(부칙)은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정책의 “타 법률과의 조정” 섹션에 부합되게 병원 
자선 진료 제공에 관한 오리건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고려하여 CommonSpirit 거버넌스 
정책 G-003, 재정 지원(재정 지원 정책)을 보충한다. 
 
본 부칙은 재정 지원 정책에 규정된 대로 오리건주의 모든 CommonSpirit Health 직계 계열사 및 
비과세 자회사에 적용된다. 본 부칙의 여하한 조항이 재정 지원 정책의 여하한 조항과 상충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부칙이 우선한다.  
 
용어 정의 

 
A. “가구 소득”은 단일 개인 또는 배우자, 동거인 또는 부모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 및 ORS 442.612 (6)에 따라 당해 단일 개인, 
배우자, 동거인 또는 부모가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타 개인들의 소득을 포함한다.  

 
 
재정 지원 적격성 
 

A. ORS 442.614 에 따라 재정 지원의 자격 대상인 환자는 무상 또는 할인 EMCare 를 
받는다.   
 

B. 재정 지원 정책의 조건에 따라, 추정 재정 지원의 자격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가 
재정 지원의 자격을 갖추려면 일정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본 부칙은 다음과 
같이 그러한 적격성 기준의 최신 정보를 알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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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y Medical Center Roseburg:  
• 환자의 가구 소득은 FPL의 400% 이하여야 한다.  
• 가구 소득이 FPL의 200% 이하인 모든 환자는 무상 진료를 받는다.  
• 가구 소득이 FPL의 201%-300% 구간인 모든 환자는 해당하는 경우, 여하한 

제삼자 지불 후 환자에게 제공된 EMCare 계정 잔액에서 최대 75% 할인된 
진료를 받는다.  

• 가구 소득이 FPL의 301%-400% 구간인 모든 환자는 해당하는 경우, 여하한 
제삼자 지불 후 환자에게 제공된 EMCare 계정 잔액에서 병원 시설의 최대 
AGB까지 할인된 진료를 받는다.  
 

St. Anthony Hospital Pendleton:  
• 환자의 가구 소득은 FPL의 400% 이하여야 한다.  
• 가구 소득이 FPL의 200% 이하인 모든 환자는 무상 진료를 받는다.  
• 가구 소득이 FPL의 201%-300% 구간인 모든 환자는 해당하는 경우, 제삼자 

지불 후 환자에게 제공된 EMCare 계정 잔액에서 최대 75% 할인된 진료를 
받는다.  

• 가구 소득이 FPL의 301%-350% 구간인 모든 환자는 해당하는 경우, 여하한 
제삼자 지불 후 환자에게 제공된 EMCare 계정 잔액에서 최대 50% 할인된 
진료를 받는다.  

• 가구 소득이 FPL의 351%-400% 구간인 모든 환자는 해당하는 경우, 여하한 
제삼자 지불 후 환자에게 제공된 EMCare 계정 잔액에서 병원 시설의 최대 
AGB까지 할인된 진료를 받는다.  

 
 

 
CommonSpirit 거버넌스 정책 재정 G-003, 재정 지원에 명시된 다른 모든 조건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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