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A 

재정 지원 신청서 

날짜 

___/___/___ 

시간 

: 
현재 환자입니까? 

  예   아니요

추천인: 

본인 정보 

성 이름 중간 이름 생일 

___/___/___ 
집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성별 

 남성   여성 

결혼 여부 

 M(기혼)   S(미혼)   D(이혼)   W(미망)   미상 

집 전화 

(  )  -
사회 보장 번호 

미국 시민 

 예   아니요   

영주권자 

 예  아니요   

기타 설명 

고용 정보 

고용주 이름 직장 전화 

(  )  -
직업 

직장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가족 

성명 연령 관계 

성명 연령 관계 

성명 연령 관계 

성명 연령 관계 

성명 연령 관계 

성명 연령 관계 

성명 연령 관계 

성명 연령 관계 

기타 지원 정보 

의료 지원을 신청했습니까? 

 예   아니요  

‘예’인 경우, 신청일은? 

___/___/___
‘예’인 경우, 결정 내용은? 

 승인   거부 

기타 설명 

주 또는 카운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인 경우, 어떤 유형입니까? 

부족한 보장 정보 

불충분한 보장으로 지원을 요청합니까?   예   아니요 

보험 정보 

보험사 1 보험사 2 
보험 명칭 보험 명칭 

ID 번호 그룹 번호 ID 번호 그룹 번호 

가입자명 가입자명 

보험사 전화 번호 

(  )   -
구내 번호 보험사 전화 번호 

(  )  -
구내 번호 



첨부 A: 

재정 지원 신청서 2페이지 

모든 재원의 월 소득과 자산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 자산 및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 및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의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I. 가족 소득 월 소득 II. 유동 자산 현재 잔액 

 직장 급여 $  당좌 계좌 $ 

 퇴직/연금 급여 $  저축 계좌 $ 

 사회보장 수당 $  주식 $ 

 공공 지원금 $  채권 $ 

 실업 급여 $  예금 증서(CD) $ 

 재향 군인 급여 $  단기금융 펀드 $ 

 위자료 $  기타 계좌 $ 

 부동산 임대 수익 $  기타 계좌 $ 

 파업 수당 $  기타 계좌 $ 

 군인 수당 $  기타 계좌 $ 

 농장 또는 자영업 $  기타 계좌 $ 

 기타 소득원 $  기타 계좌 $ 

합계 $ 합계 $ 

III.  기타 자산 

모든 재원의 월 소득을 기재하십시오.  소득, 자산 및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 및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의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주택 
대출 잔액 

$ 

대략적인 가치 

$ 

 자동차 
제조사 연식 대략적인 가치 

$ 

 추가 자동차 
제조사 연식 대략적인 가치 

$ 

 추가 자동차 
제조사 연식 대략적인 가치 

$ 

 기타 부동산 
부동산 유형 대략적인 가치 

$ 

합계 $ 

IV.  월별 비용 금액 금액 

 임대료 $  건강 보험 $ 

 모기지 $  건강 보험(기타) $ 

 자동차 비용 $  기타 의료 비용 $ 

 자동차 비용(기타 자동차) $  의료 비용 $ 

 자동차 비용(기타 자동차) $  기타 의료 비용 $ 

 자동차 보험료 $  기타 의료 비용 $ 

 신용 카드(기타) $  기타 의료 비용 $ 

 신용 카드(기타) $  기타 비용 $ 

 신용 카드(기타) $  기타 비용 $ 

 신용 카드(기타) $  기타 비용 $ 

합계 $ 합계 $ 

직원 기록용 

미지급 의료비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인 경우 어떤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가? 

서비스 

월별 분납 계획을 준비했습니까?  

 예   아니요 ‘예'인 경우 어떤 월별 계획입니까? 

월별 분납 

$ 

병원이나 계열사에게 추가 재정 지원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병원이나 계열사는 보충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정보가 변경된 후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병원이나 계열사에 알린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와의 관계 



첨부 B: 

UM Capital Region Health
재정 상담 추천서 

날짜: 
_____/_____/_____ 

의사: 

환자의 계정 정보 
의료 기록 번호 계정 번호 진료과 등록 요청 유형: 

하루      여러 날 

치료 요청일 

진료 시작일: 
____/____/____ 

진료 종료일: 
____/____/___ 

방문 횟수: 
방문 횟수 확인: 

1,     2,     3,     4,     5. 

환자 정보 
성 이름 생일  

(        )       - 

성별:             남성   여성 

결혼 여부 주간 전화(오전 9시~오후 5시) 

(         )         -
야간 전화(오후 5시~오후 8시)  

(         )         -

진단(상태/부서 아님) 
진단/책임자 의견  

환자 고용주 정보 

고용주 이름 주간 전화(오전 9시~오후 5시) 

 (         )         -

직장 주소 라인 1 

직장 주소 라인 2 

보험 정보 추천 정보 

보험사 추천  

 자기 부담 

보험 명칭 입원 우선권 

  응급           긴급(직접 방문)   선택적 

ID 번호 그룹 번호 재정 지원을 신청했습니까? 

 예,              아니요   

날짜 

_____/______/_____ 
가입자명 MEDICAID를 신청했습니까? 

 예,              아니요   

날짜 

_____/______/_____ 
보험사 전화 번호 

(         )         - 

구내 번호 추천 이유 

 분담금 문제,     공동 보험료 문제,     S/P 예치금 문제 

승인 번호 승인자 참고 

 도보 방문 환자  기타 

예상 자기 부담금 지급? 

 예   아니요 

예상 자기 부담금 PROVENA HEALTH에서 내부적으로 추천됨? 

  예            아니요  

진료과 

공제액?   분담금? 

금액 “아니요”인 경우, 추천인: 

FIC 부서용: 

승인자: 사무실 제출일: ___/____/___ 

취소 사유: 요청일: ___/____/___ 
기타 기재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