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ida 보건 센터에서 귀하의 진료비 지불에 관한 중요한 정보 

 

Oneida Health는 많은 건강 보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공급자입니다. www.oneidahealth.org 참가하는 플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건강 보험은 그들이 제공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더 작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므로 귀하가 

보장되는 특정 플랜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보험의 모든 제품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당사의 목록에서 알려드립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받는 의사 서비스가 병원의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독립적 인 자발적 의사일 수도 있으며 병원에서 고용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고 병원과 동일한 건강 보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서비스를 준비하는 의사와 확인하여 의사가 참여하는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위한 계획 참여 정보는 https://www.oneidahealth.org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eida Health는 마취전문의, 

방사선전문의 및 병리학자와 같은 다수의 의사 그룹과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이 

계약한 의사 그룹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www.oneidahealth.org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 직접 연락하여 

어떤 건강 보험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서비스를 준비하는 의사와 함께 다른 의사의 서비스가 귀하의 진료에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의사의 이름, 진료 이름, 우편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또한 Oneida Health에 의해 고용되거나 계약된 의사의 서비스가 마취전문의, 방사선전문의, 

병리학자 및 원격 의료와 같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연락처 

정보는 첨부 파일 및 www.oneidahealth.org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 직접 연락하여 어떤 건강 보험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은 법률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www.oneidahealth.org 또는 환자 스케줄링 부서(315-361-2290)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병원 비를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는 

www.oneidahealth.org 제공되거나 다음과 같이 귀하를 지원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 가용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 

시 (315) 361-2087  

공인 응용 프로그램 상담 및 재정 지원 월요일 – 금요일 

7:30am – 3:30 pm 또는 약속 (315) 361-2230 

 

EDM (01519) 3/15 Important Information about Paying for Your Care at Oneida Health and Health Centers 

REV: 7/15, 9/15, 10/15, 12/15, 1/16, 2/16, 3/16, 4/16, 5/16, 6/16, 8/16, 10/16, 11/16, 1/17, 2/17, 4/17, 7/17, 8/17, 9/17, 3/18, 4/18, 7/18, 8/18, 9/18, 10/18, 11/18, 
1/19, 2/19, 8/19, 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