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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정책의 요약 

Providence Health Services는 사명과 가치에 따라 환자의 지불 능력에 상관 없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며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Providence Health Services는 

환자 또는 가족이 치료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희 재정 지원 정책은 환자의 재정적 의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감하고 돕는 자세로 환자와 협력하는 Providence Health Services의 헌신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하께서는 재정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은 귀하의 총 가계 

소득을 연방빈곤수준(FPL)에 비교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FPL)의 250% 

이하인 경우, 귀하께서는 의료 비용 중에서 귀하의 부담금에 대해 100% 자선 진료 보조 혜택을 

받으시게 되며 귀하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FPL)의 250%를 초과하지만 400% 이하인 경우 차등제에 

따라 할인율을 받으시게 됩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환자에게는 해당 치료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청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보장되나요? 
재정 지원 정책(FAP)은 응급 치료 및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약관은 

재정 지원 정책(FAP)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서비스는 재정 지원 정책(FAP)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재정 지원 정책(FAP)과 재정 지원 정책(FAP) 신청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관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 정책(FAP)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National Revenue Service Center(NRSC) 재정 지원 

담당자 전화 800-566-5050으로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FAP 및 FAP 신청서 사본은 http://www.provhosp.org/patients-guests 및 환자 재정 카운셀링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FAP 및 FAP 신청서의 무료 사본은 NRSC 재정 지원 담당자 전화 

800-566-5050으로 연락해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 지원 정책(FAP)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tional Revenue Service Center(NRSC) 재정 지원 담당자 전화 

800-566-5050으로 문의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FAP, FAP 신청서 및 쉬운 말 요약서의 번역본이 제공됩니다. 

http://www.provhosp.org/patients-gue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