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 
 

재정 지원 정책의 요약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은(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각 개인의 존엄성을 성실한 자세로 존중합니다.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은(는) 보유한 의료 자원을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로 관리하기 

위해 평등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촉진하기 위해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은(는)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으)로부터 응급 치료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개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요약서는 의 

재정 지원 정책(FAP)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하께서는 재정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은 귀하의 

총 가계 소득을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에 비교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 2001% 이하인 경우, 귀하께서는 의료 비용 중에서 귀하의 

부담금에 대해 100% 자선 진료 보조 혜택을 받으시게 되며[서비스에 대한 소액 일괄 

청구액은 제외] 2.  귀하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 2003%를 초과하지만 4004% 이하인 

경우 차등제에 따라 할인율을 받으시게 됩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환자에게는 해당 치료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청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보장되나요? 

                                                 
1 비율은 FAP 에 설정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FAP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전국 임금 지표와 

비교한 지역 임금 지수를 활용해서 계산한 생활비에 대해 250% 임계치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보다 

낮게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2 기관이 자선 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명목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포함될 문구입니다. 
3 비율은 이전 기준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4 비율은 FAP 에 설정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FAP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전국 임금 지표와 

비교한 지역 임금 지수를 활용해서 계산한 생활비에 대해 400% 임계치를 더 높거나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정책은 응급 치료 및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약관은 재정 지원 정책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서비스는 재정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재정 지원 정책과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5 
 
신청 절차에 관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 정책 신청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경우,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 

Financial Assistance Department의 전화 844-886-1798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추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의 사본은 www.setonharkerheights.net 및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 Financial Assistance Department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의 무료 사본은  call 844-886-1798 방법으로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는 Financial 

Assistance Department 850 W Central Texas Expressway Harker Heights, TX 76548 에서 또는 

전화 844-886-1798번으로 연락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ancial Assistance Department 850 W 

Central Texas Expressway Harker Heights, TX 76548 (으)로 연락하거나 전화 844-886-

1798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정 지원 정책, 지원 지원 정책 신청서, 그리고 본 일반 요약서의 번역본은 요청에 따라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English, Spanish, Korean. 
 

                                                 
5 FAP 는 보건복지부가 재정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관은 기관의 

신청 절차에 대한 요약서 관련 세부 사항을 본 섹션에 추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