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디안 헬스에서 제공하는 재정 보조
프로그램
메리디안 헬스에서는 무보험 환자에게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무보험 환자는 정보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어떤 건강 보험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정 카운슬러:

재정 보조 받는 방법:

메리디안 헬스 재정 카운슬러는 재정 보조 프로그램
및 신청 과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며 지원서류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리디안 헬스
재정 카운슬러는 하기의 의료시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보험이 없습니다.
개방 등록 기간 동안 www.healthcare.gov에서 건강
보험 익스체인지(Health Insurance Exchange)를
통해서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선(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38%와 같거나 적은 경우 뉴저지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고,
신청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며, 매해 메디케이드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Jersey Shore University Medical Center, Neptune
Ocean Medical Center, Brick
Riverview Medical Center, Red Bank
Southern Ocean Medical Center, Manahawkin
Bayshore Community Hospital, Holmdel
Meridian Family Health Center, Neptune
Jane H Booker Family Health Center, Neptune
Booker Behavioral Health Center, Shrewsbury
Parkway 100 Behavioral Health Center, Neptune
Raritan Bay Medical Center, Perth Amboy

재정 보조 카운슬러는 이런 병원의 현장에 배치되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신청자
예약은 732-212-6505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보조 예약에 지참해야 할 것:
재정 보조 신청자는 신분증, 뉴저지 거주자 증명,
수입 증명 및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결정 통지:
모든 신청자는 영업 10일 내로 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받습니다.

시나리오 2: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지만 주정부가 거부를
했거나 건강 보험 익스체인지가 비개방 상태였습니다.
NJ 병원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Hospital Care
Payment Assistance Program)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병원
의료비 및 일부 전문의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자선 케어
신청(Charity Care Application)을 신청한 후 신청
과정 동안 온전히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 청구
금액(Amounts Generally Billed) 이상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3: 메디케이드나 NY 병원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뉴저지주 메디케이드나 NJ 병원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할인이
적용된 비보험 가격을 받게 됩니다. 응급 서비스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에 일반 청구 금액 이상으로
청구되지 않고, 응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납하거나
기타 지급 계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응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불 보증금을 지불하실수도
있습니다.
메리디안 헬스의 재정 보조 방침의 무료 사본과 신청서는
Meridianhealth.com에서 “Your Bill” 아래 “Need Financial
Assistanc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사본을
받기 위해 각 메리디안 헬스 병원이나 732.902.7080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