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ITY HEALTH  SYSTEM, ST. FRANCIS MEDICAL CENTER, ST.  
VINCENT MEDICAL CENTER, SETON MEDICAL CENTER 및  SETON  
COASTSIDE 의  매각  제안에  대한  공개  회의  

법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린우드에 있는 314-인가 병상 구비 일반 급성 진료 병원 St. 
Francis Medical Center,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339-인가 병상 구비 일반 급성 
진료 병원 St. Vincent Medical Center, 캘리포니아 데일리 시티에 있는 250-인가 병상 구비 
일반 급성 진료 병원 Seton Medical Center, 캘리포니아 모스 비치에 있는 5-인가 병상 구비 
일반 급성 진료 병원 겸 116-인가 병상 구비 전문 요양 시설 Seton Coastside 의 매각 제안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 “ 자산 구매 합의 (Asset Purchase Agreement)” 는 매각자인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 기업 Verity Health System of California, Inc., 캘리포니아 유한 
책임 회사 Verity Holdings, LLC,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 기업 St. Francis Medical Center,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 기업 St. Vincent Medical Center,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 기업 St. 
Vincent Dialysis Center, Inc. 및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 기업 Seton Medical Center 와 
인수자인 캘리포니아 영리 기업 Strategic Global Management, Inc. 간에 체결된 것입니다 . 
제안된 비영리 병원 거래는 기업 규정 (Corporations Code) 섹션 5914 이하 내용에 따라 
검토되고 있으며 , 2015 년 12 월 3 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조건 전에 수정을 요청한 바에 
따라 제 11 권 캘리포니아 규정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섹션 999.5 부조항 (h) 에 따라 
검토되고 있습니다 . 

매각의 조항은 법무 장관에 대한 서면 고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CD 에 서면 고지 사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자 Scott Chan 에게 scott.chan@doj.ca.gov 또는 415-510-
3430 번으로 연락하여 이름과 우편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무소의 정상 운영 
시간 중 검토를 위한 서면 고지 사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Verity Health  System  
기업  사무실  
행정  –  Jessica Davis  
2040 E Mariposa Avenue  
El Segundo, CA 90245  

St. Francis Medical Center  
행정  
최고  경영자  사무실  –  Stephanie Kopp  
Medical Office Plaza  
3628 E. Imperial Hwy, Suite 400  
Lynwood, CA  90262  

Seton Medical Center  
행정  
최고  경영자  사무실  
1900 Sullivan Ave.  
Daly City, CA 94015  

Verity  Health System  
기업  사무실  
행정  –  Jessica Davis  
2040 E Mariposa Avenue  
El Segundo, CA 90245  

St. Vincent Medical Center  
행정  
최고  경영자  사무실  –  Robert Yesko  
2131 W 3rd St.  
Los Angeles, CA 90057  
 

Seton Medical Center Coastside  
행정  사무실  
600 Marine  Blvd  
Moss Beach, CA  94038  
 

mailto:scott.chan@doj.ca.gov


        
 

 
 

 
 
 

 

            
         

            
     

 
          
 

 
    

  
 

   
  

 
            

          
         

      
   

 

        
      

           
          

서면 고지 사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verity.org/ 
https://seton.verity.org/SMC/ 
https://setoncoastside.verity.org/SMCC/ 
https://stfrancis.verity.org/SFMC/ 
https://stvincent.verity.org/SVMC/ 

2018 년 8 월 31 일 Verity Health System of California, Inc. 와 그 특정 협력 업체는 미국 연방 
법정 (United States Code) 제 11 권제 11 장에 따라 각각 자발적 구제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위에서 참조된 서면 고지의 전자 사본을 포함하여 해당 파산 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웹사이트 : www.kccllc.net/verityhealth/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은 다음 날짜 오전 10 시부터 공개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2019 년 8 월 26 일 , 장소 : Bateman Hall Auditorium 
( 주소 : 11331 Ernestine Ave., Lynwood, CA 90262) 

2019 년 8 월 27 일 , 장소 : Seton Hall Auditorium 
( 주소 : 262 South Lake Street, Los Angeles, CA 90057) 

공개 회의의 목적은 해당 병원과 의료 시설의 매각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작성한 의료 서비스 영향 진술서 (Health 
Care Impact Statements) 를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 공개 회의 전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실 
웹사이트 http://www.oag.ca.gov/charities/nonprofithosp 에서 의료 서비스 영향 진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이메일 scott.chan@doj.ca.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15) 510-3430 번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법무부 차관 Scott Chan 에게 455 Golden Gate Avenue, Suite 11000, 
San Francisco, CA 94102 로 서신을 보내 제안된 거래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견 제기가 권장됩니다 . 서면 의견 접수 기한은 2019 년 8 월 30 일까지입니다 . 

https://verity.org/
https://seton.verity.org/SMC/
https://setoncoastside.verity.org/SMCC/
https://stfrancis.verity.org/SFMC/
https://stvincent.verity.org/SVMC/
http://www.kccllc.net/verityhealth/
http://www.oag.ca.gov/charities/nonprofithosp
mailto:scott.chan@doj.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