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수정됨 
 

금융 지원 정책 일반 언어 요약 

각 비영리 요양병원인 Hospital & Medical Center와 Lahey Medical Center, Peabody (집합적으로 "LHMC")를 설립하여 

매사추세츠주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병원들은 급여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LHMC는 모든 환자들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LHMC 금융 지원 정책 

우리의 금융 상담 직원은 개인이 정부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신청을 무료로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환자에게 

비용 없이 응급 및 기타 의료상 필요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든, 

보험을 부분적으로 가입한 경우,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에 따라 환자들은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책임 평가에 관한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선 의료 

연방 빈곤 수준 지원금액 

400% 또는 그 이하 100% 

 

의료의 빈곤  

의료비가 가족 총소득의 25% 이상일 경우 100% 할인 

 

중요: 네트워크 외의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및 공제액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환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청구되는 금액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재무 지원 프로그램 정책 및 적용 사본을 얻는 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당사의 정책 및 신청서 사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hey.org/lhmc/your-visit/insurance-
billing-records/financial-counseling-assistance/ 

• 다음 위치에 있는 금융 상담소를 방문하세요:  
Lahey Hospital & Medical Center 
Main Lobby 
41 Mall Road 
Burlington MA, 01803 

(781)744-8815로 전화하여 사본을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신청 절차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재정지원 정책 적용과 다국어로 제공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 요약 

재정 지원 정책, 어플리케이션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 요약은 다음과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인도어 구자라트어 

판자비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캄보디아  

몬크메르어 

베트남어 아라비아어 

 
금융 지원 정책에 따른 적용 범위 

환자가 LHMC의 지원을 받으려면 재정지원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환자 및 보증인은 첫 번째 태원 후 청구서를 

작성하여 240일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가능 합니다. 

완료된 신청서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금융상담(Financial Counseling) 
Office 41 Mall Road Burlington MA, 01803 
 
승인될 경우 다음 항목에 재정적 지원이 적용됩니다: 
• Anna Jaques Hospital 
• Addison Gilbert Hospital 
• BayRidge Hospital 
•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 Beth Israel Deaconess Hospital-Milton 
• Beth Israel Deaconess Hospital-Needham 
• Beth Israel Deaconess Hospital-Plymouth 
• Beverly Hospital  
• Lahey Hospital & Medical Center 
• Lahey Medical Center, Peabody 
• Mount Auburn Hospital 
• New England Baptist Hospital 
• Winchester Hospital 
참고: 일부 의사는 LHMC 재정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781) 744-8815로 

문의하십시오. 

https://www.lahey.org/lhmc/your-visit/insurance-billing-records/financial-counseling-assistance/
https://www.lahey.org/lhmc/your-visit/insurance-billing-records/financial-counseling-assistance/

	참고: 일부 의사는 LHMC 재정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781) 744-8815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