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내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에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환자의 병원비에 도움을 드리는
새로운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병원에 가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병원은 귀하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지만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병원은 귀하가 다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ealth First Colorado(콜로라도의 Medicaid Program), Emergency Medicaid,
Child Health Plan Plus(CHP+) 및 Medicare와 같은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료 비용 전체 또는 대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할인.

2. 소득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가구는 Hospital Discounted Care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시민이거나 특정 이민 신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연방정부 빈곤 수준의 250%(개인의 경우 월 $2,831, 4인 가구의 경우 월
$5,781) 이하인 모든 콜로라도 가구는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도 할인을 제공하므로 많은 중산층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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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도움이 됩니까?
•

보험이 없는 경우, 병원은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해야 합니다.

•

보험이 있는 경우, 병원에 심사를 해 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고
할인에 관심이 있다면 병원에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 및 Hospital Discounted
Care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십시오.

•

병원은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

귀하가 몇 가지 심사 질문에 답한 후, 병원은 귀하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드려야 합니다. 귀하가 할인 신청을 하기 원하면 병원은 귀하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

신청서가 승인되면 병원은 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은 또한 월 가구 소득의
작은 부분을 기반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36개월 요금 납부를 한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병원은 전액
납부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병원은 또한 귀하의 병원비 청구서를 수금 기관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병원에 Hospital Discounted Care 신청에 대해 알고 싶다고 문의하십시오!
환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ohealthinitiative.org/hospital-discountedcare/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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