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nry Ford Health System (HFHS)은 모든 환자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환자들은 HFHS에서 적정한 가
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 비용 관리에 도움되는 옵션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당사의 Patient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환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PFAP)을 통해 진
료 비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PFAP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PFAP의 자격을 가지려면 특정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
습니다.
적격성 기준
방법 1
방법 2a
방법 2b
X
X
X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
X
X
X
Macomb, Oakland 또는 Wayne County에 거주
X
X
X
HFHS 제공자에 의해 HFHS에서 진단 받음
X
건강 보험 자격이 없음
X
X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50%보다 낮음
X
X
한정된 재정 자원으로 보장됨
X
X
HFHS 진료 비용이 가구 소득의 30% 초과
*당사는 위에 나열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 환자의 적경성을 소급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또는 2a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적격 의료 서비스의 10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b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적격 의료 비용은 가구 소득의 30%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어느 하나도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 보장을 받는 환자에게 청구
되는 금액 이하로 청구됩니다.
PFAP에 어떻게 신청합니까?
PFAP에 신청하려면, 환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Patient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Application)
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은 첫 청구서를 받은 후 24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
다. HFHS는 작성된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체 정책 및/또는 신청서 무료 사본을 받으시려면:
•
•

당사의 웹사이트 www.henryford.com/financialassistance를 방문하십시오.
당사의 등록 직원이나 재정 안내원을 만나 상의하거나 다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o Henry Ford Hospital 및 의료 센터 (Cottage Medical Center 포함): (313) 916-4510
o Henry Ford Wyandotte Hospital 또는 Brownstown Medical Center: (734) 246-9516
o Henry Ford West Bloomfield Hospital: (248) 325-0201
o Henry Ford Macomb Hospitals (Clinton Township 및 Mount Clemens): (586) 263-2696
o Henry Ford Kingswood Hospital및 Maplegrove Center: (313) 874-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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