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지원 정책 쉬운 언어 요약 
 
Select Specialty Hospital Nashville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Select Specialty Hospital Nashville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요약입니다. 

제공되는 재정 지원.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경우, 저희는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치료에는 메디케어에서 정의한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가 

포함됩니다(진단 또는 질병 또는 부상 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서비스 또는 항목).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귀하는 시설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족 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지침의 250%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이 지급된 환자는 환자의 책임이 없는 100% 

무료 치료를 받습니다. 보험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환자와 연방 빈곤 소득 지침의 400%를 초과한 가족의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할인도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메디케어 보장에 의해 검사되고 재정 지원 고려를 

위해 메디케어 담당자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기 위한 추가 방법. 위의 소득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귀하의 보험 상태에 상관없이 재정 

지원의 사례별 기준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 개인 또는 재정적 환경 또는 Select Specialty Hospital 

Nashville 의료진에 의해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치료 환경인 경우 저희에게 전화해 상의하십시오.  

귀하에게 청구되는 내용. 저희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보장이 있는 

환자에게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해 청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책과 신청서 사본을 얻는 방법. 다음 방법으로 전체 재정 지원 정책, 쉬운 언어 요약, 신청서 양식 

사본을 무료로 받으십시오. 2000 Hayes Street, Nashville, TN 37203의 저희 시설 내 행정팀; 

https://www.selectspecialtyhospitals.com/locations-and-tours/tn/nashville/nashville/ 을 통한 온라인 또는 

888-868-1103로 사무실로 전화.  

신청 방법과 지원 얻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득 정보를 제공함으로 신청 또는 청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정 지원 신청서는 직접 방문 제출, 온라인, 우편으로 발송되었던지 여부에 상관없이 

평가와 처리를 위해 중앙 비즈니스 사무실로 보내져야 합니다.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면, 시설의 행정과에 

연락하시거나 888.868.1103을 통해 중앙 비즈니스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와 본 요약본 사본은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라오스어와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용으로 모든 언어로 같은 문장). 

https://www.selectspecialtyhospitals.com/locations-and-tours/tn/nashville/nashvil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