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CENSION SETON
재정 지원 정책 요약
Ascension Seton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며, 특히 의료 서비
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
scension Seton는 또한 본원의 의료 서비스 자원을 지역사회 전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관
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scension Seton는 Ascension
Seton에서 긴급 의료 서비스 또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부 환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 자료는 Ascension Seton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간략
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요건에 부합하실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의 적격 여부
는 신청자의 총 가계 수입과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 간의 비교를 통해 결정됩
니다. 신청자의 수입이 연방빈곤수준의 250%를 초과하는는 경우, 서류 처리 절차를 위해
부과되는 $30의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 서비스 부담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신
청자의 수입이 연방빈곤수준의 250%를 초과하지만 40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차등제를
통한 부담금 절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재정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환자일지라도 의료 서비
스에 대해 보험 커버리지를 통해 부과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재정 지원 정책은 긴급 의료 서비스 및 필수 의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대상 범위
는 재정 지원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서비스는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지원되
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재정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재정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및 재정 지원 신청서 지침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환자의 요청 하에
제공됩니다.
환자가 의료 서비스 이용 후에 재정 지원을 신청하기를 희망할 경우, Ascension Seton공식
홈페이지에서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및 재정 지원 신청서 지침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
다.
또는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및 재정 지원 신청서 지침의 우편 수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의 우편 수령을 희망하실 경우, 512-324-1125로 전화하셔서 Patient Financial Services 부
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관련 도움 요청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Ascension Seton
Patient Financial Services
1345 Philomena St. Suite 200
Austin, Texas 78723
512-324-1125
800-749-7624
추가 정보
재정 지원 정책의 사본 및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양식은 www.seton.net 및 Ascension Seton
의 1345 Philomena St., Suite 200에 위치한 Patient Financial Services 부서를 통해 제공 받으
실 수 있습니다. Patient Financial Services 부서(512-324-1125)로 전화하시면 재정 지원 정책
의 사본 및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의 사본을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정
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모든 신청서 접수대(요청 시), A s c e n s i o n S e t o n 의 1345
Philomena St. Suite 200에 위치한 Patient Financial Services 부서, 또는 512-324-1125나 800749-7624로 문의하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미달의 경우
재정 지원 정책에 따른 재정 지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경우, 기타 다른 지원
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 s c e n s i o n S e t o n 의
1345 Philomena St. Suite 200에 위치한 Patient Financial Services 부서, 또는 512-324-1125나
800-749-7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지원 정책,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일반 안내용 요약본의 번역본은 요청 시 다음의 언
어로 제공됩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아랍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