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S HEALTH SYSTEMS
자선 진료 정책
쉬운 언어 요약본

Exhibit D

개요: Queen’s Health Systems Hospitals(Punchbowl 과 West Oahu 에 소재한 Queen’s Medical Center,
Molokai General Hospital 및 North Hawaii Community Hospital)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병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핍니다.
재정 지원 정책
(자선 진료)

우리의 재정 지원 정책에 관해 정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기관

자선 진료(Charity Care)라고도 하는 재정 지원
정책은 응급 진료 및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저가 또는 무료로 환자에게 제공합니다.
의료 진료비를 감당할 적절한 재정 자원이 없거나
얻지 못하는 수혜 대상 환자에게는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Medicare 와 Medicaid/ Quest 와 같은
수혜 자격이 되는 분이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
신청할 경우 우리 직원들이 무료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재정 지원 신청에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100% 또는 65% 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병원 내 Patient Access 또는 Business Services
사무소를 방문하여 요청하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드릴 것입니다.

신청자는 Medicaid 대상 여부를 검사 받고
Medicaid-Quest 신청에 협조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 요건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은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 빈곤 지침서를
바탕으로 하거나 비 미국시민 과 비 미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연율로 환산된 국가 최저
임금을 바탕으로 총 가계 소득 차등제로
결정됩니다.

또한 각 병원(본 시트 하단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음)에 배치된 환자 계정 담당자(Patient
Account Representative)에게 (808) 691-5300
(월-금, 오전 8 시 – 오후 4 시 30 분)에게
문의하십시오. 신청서는 각 병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정책, 재정 지원 신청서 및 이 쉬운 언어
요약본은 각 병원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queens.org/financialassistance
www.molokaigeneralhospital.org/financialassistance
www.nhch.com/financialassistance

번역 서비스 제공
재정 지원 신청서와 쉬운 언어 요약은 한국어,
일본어, 사모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통가어,
추크어, 타갈로그어로 제공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는 다음 주소의 사무소로 보내주십시오:
Queen’s Medical Center Punchbowl, 1301 Punchbowl Street, Honolulu, Hawaii 96813
Queen’s Medical Center West Oahu, 91-2141 Fort Weaver Road, Ewa Beach, Hawaii 96706
Molokai General Hospital, 280 Home Olu Place, Kaunakakai, Hawaii 96748
North Hawaii Community Hospital, 67-1125 Mamalahoa Highway, Waimea, Hawaii 96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