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에 대한 재정 지원
CHLA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CHLA)는 건강 보험이 없거나 가족의 의료 비용이 높아 병원비 전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두 종류의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종류의 재정 지원,
자선 케어(Charity Care)와 할인 케어(Discounted Care)는 CHLA의 재정 지원 정책(ADM 043.0)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요청 시 인쇄본이나 CHLA 웹사이트(http://www.chl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선 케어의 수령 자격이 되는 경우 CHLA는 응급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병원비
전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할인 케어의 수령 자격이 되는 경우 CHLA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병원비
할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든지 재정 지원 수령 자격이 있는 환자로서
여러분은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병원 서비스에 대해 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청구되는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 이상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CHLA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은 병원 청구서에만 적용되며 CHLA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오. 소아과 관리 그룹(Pediatric Management Group) 고객
서비스로 (323) 361-2336번에 직접 연락하셔서 의사 서비스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제가 CHLA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 수령 자격이 되나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또는 높은 의료 비용이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350%
미만에 속한다면 자선 케어를 받은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1.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350%를 초과하지만 400% 미만인 경우 할인 케어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선 케어 또는 할인 케어를 받으려면 CHL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HLA에서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CHLA는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어디에서 신청서를 얻을 수 있나요?

1 연방 빈곤 수준은 연방 정부에서 매년 갱신하며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정부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CHLA 재정 지원 신청서, 재정 지원 정책 및 본 요약서의 무료 인쇄본은 요청 시에 제공되며, 병원 정문
가까이에 위치한 접수 구역, 응급실 등록 구역 및 병원 내 기타 구역에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CHLA
웹사이트인 http://www.chla.org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환자 비즈니스 서비스(Patient
Business Services)에 (800) 404-6627번으로 전화하여 무료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작성된 신청서(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
포함)를 CHLA 환자 비즈니스 서비스(Patient Business Services) 사무소로 제출하여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Patient Business Services
Mailstop 26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4650 Sunset Boulevard
Los Angeles, CA 90027

•

이메일:

sperez@chla.usc.edu

CHLA 직원이 재정 지원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Health Consumer Center of Los
Angeles 에서 신청서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영리 기관은 Van Nuys Boulevard,
Pacoima, CA 91331 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800) 896-3203 번입니다.

신청서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볼 수 있나요?
재정 지원 정책, 본 요약서 및 신청서 양식의 번역본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른 언어로 지원할 수 있는 통역가를 원하시는 경우 CHLA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CHLA 재정 지원 정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환자 비즈니스 서비스 사무소에 (800) 4046627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환자 비즈니스 서비스 사무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