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요약
Oneida Health 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있을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Oneida Health 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귀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할인을 제공합니다. 무료 기밀 지원을 받으려면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 시부 터 오후 4 시 사이에 (315) 361-2230 으로 재정 상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s://www.oneidahealth.org/financial-assistance/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무료 사본은 Oneida Health 의
외래 환자 클리닉과 등록 구역 및 영업소에있는 재정 상담원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받을 자격이있는 개인은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누가 할인을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은 소득이 제한된 환자, 보험이없는 사람, 보험에 가입 한 사람 및 공제액이 높거나 공동 보험 금액이
많은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Oneida Health 의 응급 서비스, 비 응급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뉴욕주의 모든 사람은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할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소득 증명을 제공해야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소득 증명서가 접수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 신청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올 때 또는 우편으로 청구서를받을 때 약속을 잡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청구서를받은 후 120 일 이내에 소득 증명서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오네이다 건강
321 Genesee St., 오네이다, NY
주의 : 재무 카운슬러
할인이 승인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정 카운슬러는 신청서가 처리되고 승인 및 할인 금액이있는 경우 귀하에게 조언하는 필수 소득 증명서를받은
후 30 일 이내에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할인을받을 수 있는지 기다리는 동안 청구서를받는 경우 어떻게합니까?
신청이 고려되는 동안 병원 청구서를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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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한도는 얼마입니까?
할인 금액은 미국 연방 빈곤 가이드 라인과 비교하여 재정 수입 및 가족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언어 번역이 가능합니까?
• 스페인의
• 중국어
• 러시아어
• 이탈리아어
• 한국어
• 프랑스어 / 아이티 크리올 어
계약 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계약 된 공급자 및 청구 처 연락처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 (https://www.oneidahealth.org)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eida Health 와 계약을 체결 한 모든 법인은 별도의 언급이없는 한 자체 재정 지원
정책을 수립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서가 거부되면 어떻게합니까?
귀하의 신청이 거부되면, 병원은 2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 드리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없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합니까?

뉴욕 주 보건부 불만 핫라인 (1-800-804-5447)으로 전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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