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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정책의 요약 

 
Ascension Saint Agnes는 위에 열거된 보건부들을 포함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헌신과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Ascension Saint Agnes는 보유한 의료 자원을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로 관리하기 위해 

평등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화하면서, Ascension Saint Agnes는 

본원으로부터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는 특정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요약본은 Ascension Saint Agnes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rbutus 21227, Brooklyn/Linthicum,21225, Catonsville 21250,21228, Curtis Bay 21226, 

Gwynn Oak 21207, South Baltimore City 21223,21230, Southwest Baltimore City 

21229, West Baltimore City 21215,21216,21217의 거주자들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가계 소득을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과 비교하여 재정 지원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 250% 이하일 경우,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일부에 대해 

100% 자선 치료 탕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 250%를 초과하지만 

500% 이하인 경우 차등제 또는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할인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귀하의 소득을 

초과하는 응급 및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의료 부채가 있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방빈곤수준 소득금액의 250%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환자에게는 병원 가격 인상을 던 요금 또는 

보험 적용 대상 환자에 대한 일반 청구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액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견적서. 
환자는 병원의 전문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비응급 서비스, 시술 및 

소모품의 총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보장되나요? 
재정 지원 정책은 응급 치료 및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적용됩니다. 의사 진찰비는 병원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됩니다. 그러한 약관은 재정 지원 정책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치료는 재정 지원 정책에서 취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재정 지원 정책과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하시려면 667-234-214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 절차에 관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환자 재정 서비스부서(667-234-2140), 

메릴랜드 의료 지원 부서(1-855-642-8572) 또는 인터넷 www.dhr.state.md.us, 또는 전화 1-800-

332-6347로 지역 사회 서비스부에 연락하십시오. TTY: 1-800-925-4434. 
 
추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사본은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aryland/MDBAL/Baltimore-Saint-Agnes-Hospital과 900 S. Caton 

http://www.dhr.state.md.us/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aryland/MDBAL/Baltimore-Saint-Agnes-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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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nue, Baltimore, MD 21229에 위치한 환자 재정 서비스 부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신청서 무료 사본도 667-234-2140으로 환자 재정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면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00 S. Caton Avenue, Baltimore, MD 21229에 위치한 환자 재정 

서비스 부서 또는 전화로 667-234-21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불 계획 
Ascension Saint Agnes Hospital은 의료비 지불에 도움이 되는 지불 계획을 제공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전화 02-667-234-2175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인정 
본인은 Ascension Saint Agnes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 위와 같이 일반적인 언어로 작성된 요약본을 

받았으며 해당 정책에 따른 본인의 권리를 이해합니다.  
 
이니셜 기재: [이니셜은 일반 동의서에서 수집됩니다.]  
 
 
재정 지원 정책, 재정 지원 신청서 및 지침의 번역과 쉽게 작성한 요약은 웹 사이트에 요청 시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아랍어 
버마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영어 
프랑스어 
구자라트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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