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비던스의 재정 지원:
우리의 사명과 핵심 가치에 따라 프로비던스는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사람과 건강상의 요구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재정적
인 문제를 통해 환자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비던스의 병원은 의료비를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적격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프로비던스 재무 상담원 또는 비즈니스 사무실의
누군가와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보장됩니까?
프로비던스
병원에서
응급 대해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우리는
슬라이딩 요금 규모로 적격 한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지불 능력에 따라 75 에서 100
%까지 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른 서비스 또는 비 병원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치료를 제공하는
섭리 법인의 정책에 의해 규율됩니다.
신청 방법? 모든 환자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원하는 환자는
섭리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신청서에 명시된 지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전화 또는 아래에 명시된웹 사이트에서 얻을 수있습니다.
기타 지원:
보장 지원: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다른 정부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프로그램 (메디 케이드 및 재향 군인 업무 혜택을 포함) 의료 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발견 하는 데 도움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무보험 할인: 프로비던스는 건강 보험 이없는 환자를 위한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불 계획: 보험 회사가 청구서를 처리한 후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잔액은 30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잔액은 자동 신용 카드, 결제 계획, 현금, 수표, 온라인 청구서 지불 또는
신용 카드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결제 계획이 필요한 경우 결제 명세서의 번호로
전화하여 결제 를 준비하십시오.
응급 처치: 전담 응급 부서가 있는 섭리 병원은 환자가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기능과 일치하는 차별 없이 응급 의료 조건(응급
의료 및 노동법에 의해 정의된 대로)에 대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프로비던스 의료비 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 지원 지원 지원 또는
신청서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프로비던스 시설의 재무 상담원 또는 청구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문의하십시오. 필요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가능한 경우에,
치료를 받기 전에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는 또한 치료를받는 동안
언제든지 초기 청구서를 받은 후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재정 지원 신청서를 받으려면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1-866-747-2455 또는 당사 웹사이트: www.providenc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