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계셨나요...
MemorialCare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MemorialCare는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금 및 공제액 지불 등 

귀하의 청구서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귀하의 

적격 여부를 보려면 계속 읽어보십시오.

재정 지원 프로그램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재정 지원 정책, 신청서 또는 브로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

memorialcare.org/FinancialAssistance

재정 지원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열거된 시설의 
접수처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십시오. 

이 브로셔는 중국어, 페르시아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Long Beach Medical Center

2801 Atlantic Avenue, Long Beach, CA 90806

 접수 문의:  (562) 933-1335

 재무 상담: (562) 933-1306

  (562) 933-1329

   (562) 933-1327

Miller Children’s & Women’s Hospital Long Beach

2801 Atlantic Avenue, Long Beach, CA 90806

 접수 문의:  (562) 933-1335

 재무 상담: (562) 933-1306

  (562) 933-1329

   (562) 933-1327

Orange Coast Medical Center

9920 Talbert Avenue, Fountain Valley, CA 92708

 접수 문의: (714) 378-7504

 재무 상담: (714) 378-7973

Saddleback Medical Center

24451 Health Center Drive, Laguna Hills, CA 92653

 접수 문의: (949) 452-3546

 재무 상담: (949) 452-3177



저도 자격이 됩니까?
귀하에게 보험 혜택이 없다면 Medicare, Healthy 
Families, Medi-Cal, 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 California Children ‘s Services 
프로그램 또는 다른 주 또는 카운티에서 지원하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MemorialCare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료 보험에 대한 진행 중인 신청이 있어도 
MemorialCare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원 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담당자가 귀하의 모든 옵션을 파악하고 귀하의 
개인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추가 정보:
웹 사이트
www.memorialcare.org/financialassistance

전화
(877) 323-0043

우편
MemorialCare Patient Financial Services
P.O. Box 20894
Fountain Valley, CA 92728-0894

익명으로 됩니까?
항상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당국은 귀하의 지원 
자격이 민감한 개인 정보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당국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만 
사용합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각 신청서는 케이스별로 평가합니다. 당국은 
연방 빈곤 수준 지침에 근거한 차등제를 사용하고 
당사자가 소유한 자산도 평가합니다. 각 신청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재정 지원 부적격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 
가입자에게 청구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중요 전화번호  
및 웹 사이트

California Benefit Exchange

(800) 300-1506

www.coveredca.com

Medi-Cal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877) 597-4777

오렌지 카운티: (855) 478-5386

www.dhcs.ca.gov/services/medi-cal

Medicare

(800) MEDICARE (800-633-4227)

www.medicare.gov

Medical Safety Net Program (MSN)

(714) 834-6248

www.ochealthinfo.com/about/ 

medical/msn

Health Consumer Alliance

(888) 804-3536

www.healthconsumer.org

http://memorialcare.org/guides-tools/financial-assistance
https://www.coveredca.com/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
http://www.medicare.gov
http://www.ochealthinfo.com/about/medical/msn
http://www.ochealthinfo.com/about/medical/ms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