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지원 자격 정책 요약

귀하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당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목적은 환자의 재정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재정 
지원 정책(이하 정책)에 따라 긴급한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가 자격이 됩니까?

당사는 정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은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하며, 보험 보장, 
기타 지원금 출처(개인적 상해 청구 등), 수입, 가족 규모 및 자산에 
포함됩니다. 정책에서는 기타 모든 지급 옵션을 시도하고나서 다음도 
시도한 대상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합니다. 
• 소득 수준이 현 연방 가이드라인의 250% 이하인 가정
• 신청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대상

귀하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긴급 치료 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 이상을 청구받지 
않습니다. 

귀하가 의료적,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변동 재정 
지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 재정 지원 정책 및 신청서 무료 사본을 받는 곳 

당사 정책과 신청서는 오른쪽에 나열된 정보를 사용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본은 당사 병원의 안내 데스크, 등록 사무실 또는 응급 
부서에도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책, 신청서와 다른 언어로 된 요약본의 번역은 오른쪽에 나열된 
웹사이트를 방문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원

재무 설계사와 혜택 상담사가 재정 지원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섹션에 설명된 대로 전화 또는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의료 보험 거래소 또는 미시건 주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보장에 등록하는 것도 도와드립니다.

신청 방법

보몬트 병원 
•  직접 방문하는 경우, Beaumont Hospital

및 캠퍼스(3601 W. 13 Mile Rd., Royal
Oak, MI 48073)

•  우편일 경우, Beaumont Health
Financial Assistance, 3601 W. 13 Mile
Rd., Royal Oak, MI 48073

• 전화일 경우, 877.687.7309
•  다음을 방문 beaumont.org/patients-

families/billing/financial-assistance
•  이메일의 경우 EastFinancial

Counseling@corewellhealth.org

스펙트럼 병원 레이크랜드 
•  직접 방문 하는 경우, Spectrum Health

Lakeland Hospital 및 메인 캠퍼스(1234 
Napier Avenue, St. Joseph, MI 49085)

•  우편일 경우, Spectrum Health
Lakeland Financial Counseling, 1234
Napier Avenue, St. Joseph, MI 49085

• 전화일 경우, 844.408.4103
•  다음을 방문 spectrumhealthlakeland.

org/patient-visitor-guide/patient/
billing/financial-assistance

•  이메일일 경우
SHLFinancialCounseling@
spectrumhealth.org

스펙트럼 병원 
•  직접 방문하는 경우, Spectrum Health

Hospital 및 메인 캠퍼스(100 Michigan,
Grand Rapids, MI 49503)

•  우편일 경우 Spectrum Health Financial
Counseling, 100 Michigan, Grand
Rapids, MI 49503

• 전화일 경우 844.838.3115
•  다음을 방문 spectrumhealth.org/

billing/financial-assistance
•  이메일일 경우 FinancialCounseling@

spectrumheal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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