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정책 요약서
융자 지원이 무엇인가요?
UnityPoint Health – Meriter (UPH – Meriter) 의 융자 지원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 능력이 없는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UPH – Meriter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융자
지원(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PH – Meriter는 UW Health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공유 융자 지원 신청 및 검토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융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융자 지원은 차등제를 기준으로 하며 총 가구(가족) 소득을 연방
빈곤 기준선(FPG)과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체 정책을 읽어 주십시오.

• 귀하 및/또는 귀하 가족의 총 소득이 FPG의 300% 이하인
경우, UPH – Meriter에서 받으신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총 소득이 300%~500% 사이인 경우, 치료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자격이 있는 환자는 응급 치료 또는
필요한 다른 치료에 대해 보험이 있는 환자보다 높은 액수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가족

제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작성하신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귀하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귀하의 잔액이 줄었는지의 여부를 알리는
서신이 발송됩니다. 각 내원마다 따로 검토될 것입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격이 없더라도, 다른 지원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융자 지원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608) 417-5035번으로 환자 융자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잡으시거나, 다음 주소로 방문하십시오:
UnityPoint Health – Meriter
202 S. Park Street
Madison, WI 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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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unitypoint.org/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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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UnityPoint Health – Meriter
Patient Financial Coordination
202 S. Park Street, Madison, WI 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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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어떤 서비스가 보장되나요?
융자 지원 정책은 응급 치료 및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용어는 정책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융자 지원을 신청하려면, 융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융자 지원
정책 및 신청서에 설명된 대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unitypoint.org

UW Health와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또한
(877) 278-6437번으로 UW Health 융자 카운슬러에게 전화하여
해당 UW Health 위치에서 약속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전화: (608) 417-5035
팩스: (608) 417-6478

언어 지원:
융자 지원 정책, 융자 지원 신청서 및 본 쉬운 말 요약서의
번역본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족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UPH – Meriter는 융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의 의문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언어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PH – Meriter는 해당 연방 시민권리 법령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취향,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