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신청서 설명서
이 양식은 멀티케어 보건의료 체계(MultiCare Health System)에의 재정 지원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특정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가족에게 워싱턴 주 정부는 병원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귀하에게
건강 보험이 있을지라도 귀하의 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 무료로 또는 할인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티케어에서는 '연방 빈곤 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s)'를 이용해 각 환자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결정합니다. 환자의 소득의 재정 평가를 실행한 후, 환자의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
지표의 300 퍼센트이거나 미만일 경우 환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100 퍼센트 감소됩니다. 환자의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 지표의 301 퍼센트 내지 500 퍼센트일 경우, 청구된 금액이 아래 척도에 따라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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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의 혜택 범위는 무엇입니까? 병원 재정 지원은 멀티케어 보건의료 체계(MultiCare Health System)에서
제공한, 해당되는 병원 기반 의료 서비스에 귀하의 자격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타 기관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의료 비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본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multicare.org/financial-assistance/를 방문하여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FAQ])을 열람하시거나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멀티케어 퓨젯 사운드 지역(MultiCare Puget Sound Region)
253.876.8550
• 멀티케어 인랜드 노스웨스트 지역(MultiCare Inland Northwest Region) 509.473.4769
• 멀티케어 로크우드 진료소(MultiCare Rockwood Clinics) 509.342.3600
장애인 및 언어 지원을 포함해 어떤 사유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의 처기 과정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가족에 관한 정보 -귀하의 가구 내의 가족 인원수를 기입한다 (가족은 출생, 결혼, 또는 입양에
의한 관계가 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을 포함함)
귀하의 가족의 총 월수입(세금 및 공제 전 금액)에 관한 정보
귀하의 가족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필요 시 추가 정보를 첨부
양식에 서명 및 날짜 기입
참고: 재정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제공하실 경우, 귀하의 신청서의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저희가 접수하는 정보를 검증하는 데 사용합니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또는 "NA"를
표기해 주십시오.
작성하신 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팩스
253.854.4017
• 우편
MultiCare Health System, Business Support Center
PO BOX 5299 • M/S 1002-1-PFN • TACOMA, WA 98415-0299
• 인편
멀티케어 타코마 종합 병원(MultiCare Tacoma General Hospital), 멀티케어 알렌모어
병원(MultiCare Allenmore Hospital, 멀티케어 굿사마리탄 병원(MultiCare Good Samaritan Hospital),
멀티케어 어번 의료원(MultiCare Auburn Medical Center), 멀티케어 디코네스 병원(MultiCare Deaconess
Hospital), 벨리 병원(Valley Hospital)에 어느 곳이든 소재한 입원/등록 부서로 오전 8시 - 오후 5시 사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납해 주십시오.
소득 증빙 서류를 포함해 완전히 작성한 신청서가 접수된 후 14일 이내, 자격 여부 최종 결정과 해당 시 재신청 권리에
관하여 귀하에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재정적 부채 및 관련 정보에 대해 필요한 조회를 저희가 실행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속히
제출하십시오!
저희가 귀하의 정보를 접수할 때까지 귀하는 대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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