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합동 공지 
 

이 공지는 귀하에 대한 의료 정보가 어떻게 사용 및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이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Barnes-Jewish Hospital, 세인트루이스 어린이 병원,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우리"로 통칭)을 위한 

합동 공지입니다. 우리는 연합 의료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1996년의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에 

명시된 의료 서비스 기관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공지의 조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공지에 

명시된 바에 따른 치료, 결제 및 의료 업무의 목적을 위해 서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정보를 별도로 유지 관리하므로 건강 정보에 관한 귀하의 질문, 요청 및 불만에 대해 개별적으로 응답합니다. 

귀하의 건강 정보에 대한 우리의 의무 

우리는 보호된 건강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귀하에게 공지하며 보호된 건강 정보의 

보안성이 침해된 경우 이를 공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공지는 건강 정보 및 건강 정보와 관련된 귀하의 

프라이버시 권한을 어떻게, 언제, 왜 이용 및 노출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공지에서는 우리의 건강 정보 이용 및 

노출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라고 칭합니다. 보호된 건강 정보에는 귀하 자신 및 귀하의 과거/현재/미래 건강 

상태나 관리 또는 그러한 건강 관리의 제공 또는 결제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로서, 우리가 생성 또는 수신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우리는 아래 명시한 유효일자 현재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공지를 준수하는 당사자 

본 공지는 합동 공지로서, 우리는 본 공지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본 공지는 BJC HealthCare 및 그 전체 

소유의 자회사와 첨부 목록에 명시된 계열 시설 및 임직원("BJC 계열 조직)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및 그 전체 소유의 자회사와 첨부 목록에 명시된 계열 시설 및 임직원 그리고 

워싱턴대학교 Clinical Associates, L.L.C. 및 전체 소유의 자회사, 계열 시설 및 해당 임직원(“WUCA”)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공지는 다음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 BJC HealthCare 계열 병원 또는 서비스, 계열 병원의 모든 부서와 단위, 의료 전문가 및 기타 BJC HealthCare 

계열 병원 임직원을 비롯한 기타 BJC HealthCare 계열 조직의 직원 또는 임직원 

• 모든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 제공자, 스태프 및 계열 사무소 

• 귀하가 우리에게서 치료를 받을 때 귀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허가한 자원봉사자 

 

본 공지의 변경 사항 

우리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본 공지의 조항을 변경할 권한을 가집니다. 공지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개정된 공지는 우리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변경된 사항은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보호된 건강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하의 서면 동의 또는 권한 부여 없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및 노출할 수 있는 경우 

치료, 결제 및 의료 업무 

1. 치료의 경우  우리는 의료 제공자를 비롯하여 귀하에 대한 치료에 연루되어 있고 귀하에게 의학적 치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타 담당자에게 건강 정보를 노출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수술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 우리는 귀하가 퇴원한 후 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회복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가정 의료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서비스 비용 결제의 경우  우리는 귀하가 우리에게서 받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을 받기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및/또는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귀하, 귀하의 보험회사(Medicare 

또는 Medicaid 포함), 기타 귀하의 건강 서비스 결제를 맡고 있는 그룹이나 개인에게 보낼 청구서 또는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우리측 계산 또는 청구 부서에 귀하의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업무의 경우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고 치료 및 결제 업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행정, 재무, 법률 

및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또는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및 

스태프의 서비스 품질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및/또는 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의료 또는 기타 건강/비즈니스 전문가에게 검토, 

컨설팅, 비교 및 계획을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그리고 승인, 

인증, 인가 또는 자격 증명을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및 노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규를 준수하는지 평가 및/또는 확인하거나 규제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 및 사법 기구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감사자, 회계사, 변호사, 정부 규제 집행자 또는 기타 컨설턴트에게 귀하의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건강 정보를 제한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특수 상황 귀하를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예: 이름, 주소 

및 사회보장 번호)를 삭제한 후 연구, 공중보건 활동, 기타 의료 업무(예: 사업 계획)를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제한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건강 정보를 

수신하는 측으로부터 특정한 확답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및 노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치료, 결제 및 의료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귀하의 정보를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정보와 함께 전자(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거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합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귀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및 관리 범위(중복 검사 또는 상충되는 치료 

결정의 방지)에 대해 더욱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킨 

사실을 우리가 귀하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대해 "삭제(opt-out)"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측 시설,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삭제 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용 가능한 경우)을 환자 및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합당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활동의 경우 

치료, 결제 또는 의료 업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먼저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및/또는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예: 복지부에 출생 신고 또는 사회보장 기구에 학대 또는 방치 



신고)를 이용 및 노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는 허가받은 정보 이용 및 노출 모두를 본 절에 

나열했습니다. 

1.공중보건 활동전염병이나 아동학대 등을 보고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보를 수집 또는 수신할 권한이 있는 

공중보건 기관 또는 의료 기기나 제품과 관련된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식품의약청(FDA)에 귀하의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는 전염병에 노출된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귀하의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건강 감시 활동  의료 체계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있는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한 건강 감시 기구에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3.법률 집행 활동희생자, 용의자, 도망자, 물질적 증거 또는 실종자(사망자 포함)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구역에서 발생했거나 응급 서비스의 필요가 있는 범죄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법률 집행관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의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4.사법 및 행정 소송  법원이나 행정 재판소의 소환장 또는 명령에 따라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5.검시관, 법의학자 및 장의사   사망자를 식별하거나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시관, 법의학자 및 

장의사에게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6.장기 기증  장기 조달 기관이나 장기 또는 조직의 조달, 뱅킹 및/또는 이식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시설에게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7.연구 목적  우리는 의료, 사회, 심리 및 기타 연구를 수행하거나 참여합니다. 건강 정보의 이용이 수반되는 

것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간 연구 프로젝트는 제안된 연구 프로젝트 및 이를 위한 건강 정보 이용에 대해 

평가하는 특수한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이 유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용하는 건강 정보가 우리 구역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합니다.  

 우리 임상의는 임상 연구 실험(시험 치료)에 참여할 기회를 귀하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다른 연구원이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고지가 귀하에게 

이루어지고 귀하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후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연구 프로젝트에 등록됩니다. 

특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승인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없이 건강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8.개인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피해 방지  우리는 건강 정보 노출이 대중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 또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9.전문적인 정부 기능  특수한 정부 보안 요구를 위해서 또는 교도소의 요구에 따라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보상 목적  근로자 보상법 또는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해 건강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11. 예약 알림 및 건강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우리는 치료 예약 또는 예정된 서비스를 귀해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치료 대체 수단 또는 기타 건강 관련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또는 노출할 수 있습니다. 

12. 청구 및 수집 목적  우리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받기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또는 노출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우편 또는 귀하와 관련된 전화 번호(휴대폰 번호 포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화는 녹음된 

또는 인공의 음성 메시지 및/또는 자동 다이얼링 장치("자동 전화 호출")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는 자동응답기 또는 음성 우편으로 남겨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채권추심법 포함) 메시지 

정보 및/또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 등이 메시지에 포함됩니다. 문자 메시지 또는 귀하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이메일도 연락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기금 모금 목적  우리는 의료 활동을 지속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귀하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 기타 연락처 정보, 연령, 성별, 출생일, 귀하가 우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은 날짜, 서비스 

정보 부서, 치료 의사에 대한 정보 및 결과 정보 등을 이용 또는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기금 조성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금 모금 노력의 일환으로 연락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본 

공지의 [연락처] 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기금 모금 노력의 일환으로 귀하에게 연락하는 것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더라도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서비스 또는 결제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선택이 우리의 정보 이용 또는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시설 안내서에는 귀하의 이름, 시설에서 귀하의 위치, 귀하의 전반적인 상태(양호, 안정적 등), 귀하의 종교적 

취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시설 안내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차단하고 싶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안내서에 포함되며, 안내서 정보는 담당자 또는 이름으로 귀하를 찾는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2.논의 전에 귀하가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귀하의 치료와 관련되거나 결제와 연관된 귀하의 건강 정보를 

가족 구성원, 다른 인척, 친구 또는 귀하가 언급한 사람에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승인을 요하는 정보 이용 및 노출 

1.우리는 법적으로 이용 및 노출이 허용되거나 요구되지 않는 한, 귀하의 서면 승인 없이 정신 치료 자료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2.우리는 귀하의 서면 승인 없이 귀하의 건강 정보를 팔게 되는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보호된 건강 정보의 

판매란 우리 또는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접촉하는 누군가가 귀하의 보호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3.우리는 귀하의 서면 승인 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보호된 겅강 정보를 이용 또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이란 제3자가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귀하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그러한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공지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귀하의 건강 정보를 이용 또는 노출하기 전에 서면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는 향후 본인의 건강 정보 노출을 중단하기 위해 언제든 서면으로 그러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귀하의 승인에 따라 이미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귀하의 철회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구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연구 조사의 진실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그 정보를 이용 및 노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에 대한 본인의 권리 

건강 정보의 이용 및 노출에 대한 제한 요청 

귀하는 치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 우리의 의료 업무와 관련된 행위 등을 위해 귀하의 보호된 건강 정보를 

우리가 이용 또는 노출하는 방식을 제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또는 친구 등 귀하의 

치료에 관련된 사람에게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건강 정보의 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하려면 아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귀하의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제한 요건은 

준거법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정보 이용 또는 노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건강 

정보 노출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귀하가 제한을 원하는 건강 정보가 귀하(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가 전액 결재한 치료 항목 또는 서비스에만 해당되는 것일 때 귀하의 건강 계획에 건강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우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비  의사소통 요청 

귀하는 우리가 귀하와 의사소통하는 방식 또는 우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위치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우리는 귀하의 합당한 요청을 

받아들이되, 귀하의 요청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 사본의 검사 및 입수 

귀하는 자신의 건강 정보 사본을 보거나 입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본 

공지의 끝에 나오는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십시오. 

요청된 건강 정보 요약본을 복사하거나 준비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요청을 거부하거나 요청대로 하기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여(예: 건강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현장이 아닌 장소에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 정보 변경 요청 

건강 정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직접 

본인의 건강 정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우리가 건강 정보를 생성했거나 그것을 

우리의 의료 기록에 포함시켰는지 여부 또는 건강 정보가 정확하며 아무 변경 사항 없이 완전한 것이라고 

믿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건강 정보에서 오리지널 문서를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의 노출에 대한 회계 요청 

귀하는 특정한 형식의 건강 정보 노출에 대한 회계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귀하를 

치료하거나 귀하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노출 또는 귀하가 정보 노출에 대한 서면 

승인을 한 노출 등 기본적인 대부분의 노출은 회계에서 제외합니다. 

회계를 요청하려면 아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한 귀하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요청에 응답합니다. 

 

보호된 건강 정보의 보안 유지 위반에 대한 통보  

BJC HealthCare,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우리 계열사 중 하나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자가 귀하의 건강 정보를 훼손한 경우 60일을 넘지 않는 합당한 시간에 이를 귀하에게 공지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공지문 입수 

우리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귀하에게 설명하고 알리기 위해 본 공지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본 

공지의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공지를 전자 수단을 통해 요청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종이로 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웹사이트에서 본 공지의 사본을 보거나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www.bjc.org 및 www.WUPhysicians.wustl.edu. 

 

불만 사항 

건강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귀하가 가질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할 기회를 드립니다. 건강 정보의 

프라이버시가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공지의 [연락처] 절에 열거된 사람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처벌이나 보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연락처 정보 

Barnes-Jewish Hospital, 세인트루이스 어린이 병원 및 워싱턴대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본 

합동 공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요청 또는 불만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Barnes-Jewish Hospital 또는 세인트루이스 어린이 병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 관심사, 요청 또는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Barnes- Jewish Hospital 운영자(314-362-5000) 또는 세인트루이스 어린이 병원 운영자(314-454-

6000)에게 연락하여 환자 변호사/대변인에게 요청하거나 아래 주소로 환자 변호사/대변인에게 편지를 

보내십시오. 

워싱턴대학교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문의 사항, 관심사, 요청 또는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또는 주소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워싱턴대학교의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건강 정보 사본을 입수하거나 보려면 워싱턴대학교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부서(314-273-0453)로 연락하십시오. 

 

Barnes-Jewish Hospital - 환자 변호사 

환자 및 가사 사무소  

담당자: 환자 변호사, 사서함: 90-72-432 

One Barnes-Jewish Hospital Plaza, St. Louis, MO 63110 

전화: 314-362-6100  

 

세인트루이스 어린이 병원 - 환자 변호사 

담당자: 환자 변호 코디네이터 

One Children’s Place, Suite 4S50, St. Louis, MO 63110 

전화: 314-286-0711 

 

워싱턴대학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캠퍼스 박스 8098 

660 S. Euclid Ave., St. Louis, MO 63110 

전화: 1-866-747-4975 

 



BJC HEALTHCARE 서비스 제공 조직 

BJC HealthCare 병원 

• Alton Memorial Hospital  
• Barnes-Jewish Hospital  
• Barnes-Jewish St. Peters Hospital  
• Barnes-Jewish West County Hospital  
• Boone Hospital Center 

• Christian Hospital 및 Northwest HealthCare 

• Missouri Baptist Medical Center  
• Missouri Baptist Sullivan Hospital  
• Parkland Health Center - Bonne Terre  
• Parkland Health Center - Farmington  
• Parkland Health Center - Weber Road 
• Progress West Hospital 

• 세인트루이스 어린이 병원 

BJC HealthCare 장기치료 시설 

• Barnes-Jewish Extended Care  
• Eunice Smith Home  

BJC 의료 서비스 

• BJC Behavioral Health  
• BJC Corporate Health Services 

• BJC Home Care Services 및 Boone Hospital Home Care and Hospice 

• BJC Medical Group Offices  
• BJC Retail Pharmacies  
• BJC Vision Centers  
• Fairview Heights Medical Group  
• Heart Care Institute 
• Siteman Cancer Center 

BJC HealthCare 시설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bjc.org)를 참조하거나 314-362-9355 또는 

1-800-392-0936으로 문의하십시오. 
 

워싱턴대학교 임상협회  

서비스 제공 기관 

• Blue Fish Pediatrics 
• Cloverleaf Pediatrics 
• Forest Park Pediatrics 
• Grant Medical Group 
• Maryland Medical Group 
• Northwest Pediatrics 
• O’Fallon Pediatrics 
• University Internal Medicine and Diabetes Associates 
• WUCA Child Neurology Associates 
 

유효일자: 2003년 4월 

개정: 2012년 4월, 2013년 8월, 2015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