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cension Genesys Hospital, Ascension St. Mary’s Hospital,
Ascension Medical Group – Genesys 및 St. Mary’s 해당 제공자
재정 지원 정책의 요약
Ascension Genesys 및 St. Mary’s 시설과 Medical Group 해당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각 개인의 존엄성을 성실한 자세로
존중합니다. Ascension Providence Rochester 는 보유한 의료 자원을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로 관리하기 위해 평등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화하면서,
Ascension Seton 은 자기들로부터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는 특정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요약본은 Ascension Genesys and St. Mary’s
facilities and Medical Group 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하가 Alcona, Arenac, Bay, Genesee, Gladwin, Gratiot, Iosco, Lapeer, Midland, Oakland,
Ogemaw, Saginaw, Shiawassee 또는 Tuscola 카운티에서 살고 있다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은 귀하의 총 가계 소득을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에 비교함으로써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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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이하인 경우 차등제에 따라
할인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귀하의 소득을 초과하는 응급 및 의료상 필요한 치료에 대한
의료 부채가 있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방빈곤수준 소득금액의
250%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해 약간의 정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환자에게는 해당 치료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청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보장되나요?
재정 지원 정책은 응급 치료 및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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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에 관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에 대한 도움은 특정 시설에 기초한 아래의 번호로 우리의 재정
지원 팀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재정지원정책 및 재정지원정책 신청서 사본은 특정 시설에 기초한 아래의 웹사이트와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정책 및 재정지원정책 신청서 무료 사본도 특정
시설에 기초한 아래의 고객서비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도 특정 시설에 기초한 아래의 장소와 전화번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Facility/Location
Where시설
Services
Are
Provided

Financial
Customer
Financial
재정 상담사
고객 서비스
재무 상담사
Counselor
Service
Counselor Fax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Telephone No. Telephone No.
No.

Ascension Genesys Hospital

810-606-7431

888-544-7737

810-606-7897

Ascension St. Mary's Hospital

989-907-7585

888-978-6279

989-907-7765

Ascension Genesys Ambulatory Imaging

810-424-2101

810-424-2101

810-249-4388

Ascension Genesys Ambulatory Therapy

810-424-2101

810-424-2101

810-249-4388

Ascension Medical Group Providers Genesys

800-566-5050

844-701-9988

512-324-8962

Ascension Medical Group - Genesys Integrated Providers

810-424-2101

810-424-2101

810-249-4388

Ascension Medical Group Providers - St.
Mary's

800-566-5050

800-566-5050

317-583-2753

작성한 신청서 우편발송처:
Mail Completed Applications to:
Financial Counseling Dept.
One Genesys Parkway,
Grand Blanc, MI 48439
Financial Counseling Dept.
4599 Towne Centre Rd.
Saginaw, MI 48604
Providers Management, Inc.
3495 S. Center Road,
Burton, MI 48509
Providers Management, Inc.
3495 S. Center Road,
Burton, MI 48509
N.R.S.C. - Financial Assistance Dept.
4616 West Howard Lane, Ste 850
Austin, Texas 78728
Providers Management, Inc.
3495 S. Center Road,
Burton, MI 48509
N.R.S.C. - Financial Assistance Dept.
10330 N Meridian St., Ste 200
Indianapolis, IN 46290

재정 지원 정보는 또한 특정 시설에 기초한 다음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위치

Facility/Location Where Services Are
Provided
Ascension Genesys Hospital
Ascension St. Mary's Hospital
Ascension Genesys Ambulatory Imaging
Ascension Genesys Ambulatory Therapy
Ascension Medical Group Providers Genesys
Ascension Medical Group - Genesys Integrated Providers
Ascension Medical Group Providers - St.
Mary's

재정 지원 웹사이트

Financial Assistance Website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ichigan/MIGRA/GrandBlanc-Ascension-Genesys-Hospital/Financial-Assistance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ichigan/MISAG/SaginawAscension-St-Marys-Hospital/Financial-Assistance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ichigan/MIGRA/GrandBlanc-Ascension-Genesys-Hospital/Financial-Assistance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ichigan/MIGRA/GrandBlanc-Ascension-Genesys-Hospital/Financial-Assistance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ichigan/MIGRA/GrandBlanc-Ascension-Genesys-Hospital/Financial-Assistance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ichigan/MIGRA/GrandBlanc-Ascension-Genesys-Hospital/Financial-Assistance
https://healthcare.ascension.org/Locations/Michigan/MISAG/SaginawAscension-St-Marys-Hospital/Financial-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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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나열된 위치 또는 전화 번호에 있는
우리의 재정 상담 팀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재정 지원 정책,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및 지침의 번역과 이러한 언어 요약은 우리의 웹
사이트에서 요청 시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아랍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힌디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