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함께하는
희망진료센터 
의료에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희망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

평         일          AM 08:30 ~ PM 05:30

점심시간          PM 12:30 ~ 13:30

토  요  일          AM 08:30 ~ PM 12:30

                

진료과목 소개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치매, 뇌전증,  말초
신경 및 근육질환, 파킨스병, 의식소실, 실신

꼬리뼈 미니 내시경 레이저시술, 
경·요초부 신경성형술, 신경차단술, 
척추체성형술 프롤로테라피, 
경·요추부 디스크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협착증 신경관확장 및 유합술, 
FIMS(영상유도 미세유착 박리술)

사지골절, 종양진료,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인공관절 수술, 
증식치료(사지관절, 척추), 
슬관절·견관절·고관절 수술, 
스포츠손상 클리닉, IMS, TPI

혈액투석전문, 만성 신부전, 심부전 약물치료, 
비염, 만성 기관지염, 천식, 고혈압, 당뇨병, 
췌장암,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 B형·C형 간염, 간경화, 
간암, 특수건강검진, 금연치료, 직업성 질환

진료시간 안내

희망진료센터 
의료비지원 현황(2017~2021년)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97

055.644.8901           055.644.8908.

www.hncenter.or.kr (희망진료센터)

http://www.rch.or.kr/tongyeong (통영적십자병원)

심폐·정맥·부분·전신마취, 
경추·요추 통증치료, IMS·TPI치료

초음파(복부, 갑상선, 유방 등). C-T, MRI, 
골밀도검사, 일반촬영 및 판독

자동혈구분석기, 임상화학분석기, 면역분석기, 
진단혈액학, 뇨화학, 진단면역, 미생물검사, 
혈액은행, 혈액응고, 면역혈청, 심전도

체외충격파치료기, 운동치료, 재활치료, 통증
완화, 신체기능회복,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온열, 전기, 광선 등)

내과

1,2,3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물리치료실

연간 평균 지원인원              24,235명

총 지원액                                 1,066,992,780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능 및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안정망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055.640.1779 (공공의료사업실)



저소득층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 다문화가정, 새터민, 그 외 
의료취약계층(차상위, 건강보험 등)

* 난민 비자를 제외한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3개월 경과 및 국내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정진료가 힘든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50%~100% 지원”

· 사회복지사 상담 통한 사회·경제적
   상황 평가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구비서류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확인서(거주지계약서)

지원 범위

공통 서류
사랑과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난민 등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가서류

의료비지원 과정

· 개인 의뢰
· 기관 의뢰

· 공공의료사업실
       055.640.1779

· 삼성 희망진료센터 환자 직접 방문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지원
· 그 외 대상자 : 상담 및 서류제출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01

03

전화문의

02

상담 예약

04

상담 진행

· 내부 심사 후 지원율 결정
   →환자부담금 50%~100% 지원
   (환자 지원율은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결정) 

05

심사 진행

· 입원 및 외래진료 시행 

06

치료 시작

방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내역서(난민의 경우 난민
확인 서류), 다문화가족 확인증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외국인

기타

※ 본원 사정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자 지원율은 진료비지원 심사평가표에 의해 결정

영양제,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본인이 원하는 단순 검사

1인당 외래 100만원, 입원 500만원 까지 지원 

지원과정

제외항목

지원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