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분께,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저희 Saint Thomas Health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와 특권입니다. 
 
귀하의 요청으로 첨부된 재정 지원 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당 주소,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를 포함해 양면을 작성해주시고 귀하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한 후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 증명으로 다음 항목 중 최소 하나를 제출해 주십시오. 결혼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신청을 처리하려면 이들에 대한 소득 증명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전체 소득(세전)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3개의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의 완전한 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모든 명세서 포함. -또는- 

• 현 사회보장연금, 연금/퇴직 연금 지급 서신 또는 사회보장연금, 연금/퇴직 연금 
예금을 나타내는 은행 명세서 또는 가장 최근 사회보장연금, 연금/퇴직 연금 수표 
사본 -또는- 

• 25세 이하의 학생은 모두 해당 부모의 세금 보고서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 기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지원서(Letter of Support)”라는 제목의 첨부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가 귀하의 의료비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이 양식은 귀하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증명과 함께 작성된 신청서는 심의를 위해 접수해야 합니다.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 의료 제공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는 이 페이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Patient Financial Services  
Saint Thomas Health 



 
 

의료 제공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Saint Thomas West (615) 222-6638 STHe Financial Asst. 

PO Box 380 
Nashville, TN 37202 

(615) 222-7700  

Saint Thomas Midtown (615) 284-5340 STHe Financial Asst. 
PO Box 380 

Nashville, TN 37202 

(615) 222-7700  

Saint Thomas Rutherford (615) 222-6638 STHe Financial Asst. 
PO Box 380 

Nashville, TN 37202 

(615) 222-7700  

AMG Financial Assistance (844) 686-2555 STHe Financial Asst. 
10330 N. Meridian  

#200 
Indianapolis, IN 46290 

  

Saint Thomas Highlands (877) 348-7082 STHe Financial Asst. 
520 W Main St 

Smithville, TN 37166 

(931) 738-2669  

Saint Thomas Dekalb (877) 348-7082 STHe Financial Asst. 
520 West Main Street 
Smithville, TN 37166 

(931) 738-2669  

Saint Thomas River Park (877) 348-7082 STHe Financial Asst. 
520 W Main St 

Smithville, TN 37166 

(931) 738-2669  

     

Saint Thomas Stones River (877) 348-7082 STHe Financial Asst. 
520 W Main St 

Smithville, TN 37166 

(931) 738-2669  

Saint Thomas Hickman (931) 729-6800 STHe Financial Asst. 
135 E. Swan Street 

Centerville, TN 37033 

  

Lab Plus (615) 284-2773 Lab Plus LLC Attn: 
Hilda Bishop 2000 

Church Street 
Nashville, TN 37236 

  

Saint Thomas Center for 
Specialty Surgery 

(615) 341-7500 STHe Financial Asst. 
2011 Murphy Ave 

Suite 400 
Nashville, TN 37203 

 STHSSFinAssist@uspi.com 

Saint Thomas EMS (877) 664-4076 STHe Financial Asst. 
PO Box 681787 

Franklin, TN 37064 

(615) 236-4040  

Baptist Ambulatory 
Surgery Center 

(615) 321-7730 STHe Financial Asst. 
312 21st Ave. North 
Nashville, TN 37203 

  

Saint Thomas Center for 
Sleep 

(615) 222-6638 STHe Financial Asst. 
PO Box 380 

Nashville, TN 37202 

(615) 222-7700  

mailto:STHSSFinAssist@uspi.com


재정 지원 신청서 

**모든 작성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재정 지원 유형: 자선 사전 심사 

요청하는 의료 제공자/시설: 

의무 기록 번호: 

환자 정보(정자체 기입) 계정 번호 

환자 이름 생년월일 

혼인 여부 성별 전화번호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직장 

고용 상태 주당 업무 시간 

직장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책임 당사자/보증인 정보(위와 같은 경우 공백) 

이름 생년월일 

혼인 여부 성별 전화번호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직장 

고용 상태 주당 업무 시간 

직장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책임 당사자의 배우자 정보 
배우자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배우자의 직장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피부양자 

이름 나이 관계 이름 나이 관계 

총 가구 인원 



 

재정 지원 신청서 

 

**모든 작성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   

  

  

  

  

 
본인은 상기 정보가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이며 완전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부 신용 보고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날짜  환자, 배우자, 보증인 또는 법적 대리인 서명  

신청자의 근로 소득  

신청자 배우자의 소득  

사회 보장 수당  

연금/퇴직금 소득  

실업 수당  

산재 보상금  

이자/배당 소득  

자녀 양육비  

이혼 수당  

임대 자산 소득  

식료품 구매권  

기타  

기타  

총 소득: $ 0 
 

총 소득 - 지출: $ 0 

 

대출금/임대료    

전기    
가스    
전화     
수도    
식료품    
케이블 TV    
차 할부금     
휴대전화    
어린이집    
자녀 양육비/이혼 수당    
처방약    
신용카드:    
1. 신용카드 1 -      
2. 신용카드 2 -      
3. 신용카드 3 -      
기타 의사/    
병원비:    
의사/병원비 1 -      
의사/병원비 2 -      
의사/병원비 3 -      
의사/병원비 4 -      
    
보험료:    
1. 자동차    
2. 재산    
3. 의료 / 생명보험    
기타 대출금:    
1. 대출금 -      
2. 대출금 -      
기타 매월 납부금:    
1. 기타 납부금 -      
2. 기타 납부금 -      
3. 기타 납부금 -      
총 월 지출:   $ 0 

 



 

재정 지원 신청서 

 

**모든 필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서(Letter of Support) 
 

 
의무 기록 번호 / 계정 번호   
 
지원자 이름   
 
환자와의 관계   
 
지원자의 주소   
 
 
 
 
 

Saint Thomas Health에게: 
 
 

본 서신은 (환자의 이름)   
이(가) 소득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여 본인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한 의무가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본 진술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제공된 정보가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임에 
동의합니다. 
 
 
 
 
 
   

지원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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