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보조 정책 및 재정 보조 정책(채리티 케어/키즈 케어/메디케이드) – 쉽게 설명한 

요약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 재정 보조 정책 및 재정 보조 정책(채리티 케어/키즈 

케어/메디케이드)은 (이하 “FAP”으로 총칭) 적합한 환자에게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가 

제공하는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재정 보조를 받으려는 환자는 여기에 요약된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서비스 -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가 제공하고 청구하는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 FAP은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가 청구한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의사 

또는 검사실 등의 제공자가 별도로 청구하는 기타 서비스는 FAP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환자 - 대상 서비스를 받는 환자로 재정 보조 신청서(관련 서류/정보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가 재정 보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신청 방법 - FAP와 관련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이 입수/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의료 센터 웹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  다음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재정 보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hackensackumc.org/financialassistancepolicy 

 

신청 - 개인이 신청서의 종이 사본을 작성하여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신청서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 재정 보조 신청서의 종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100 First Street - Suite 300 

Hackensack, NJ  07601 

 

내방:  아래 주소의 재정 보조 부서로 직접 방문하십시오(월~금, 오전 

8:00~오후 4:00). 

100 First Street - Suite 300 

Hackensack, NJ  07601 

 

전화:  재정 보조 부서 전화 번호는 (551)-996-4343번입니다. 

 

이용 가능한 언어 - 재정 보조 정책, 신청 및 쉽게 설명한 요약은 본 의료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서비스 지역 내에서 오 퍼센트(5%) 또는 1,000명 미만으로 구성된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EP”) 주민의 모국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재정 보조 부서(100 First Street, Suite 300, Hackensack, NJ 07601)로 

보내주십시오. 

 

재정 보조 대상 결정 -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연방 정부의 연방 빈곤 지침(FPG: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500% 이하일 경우 차등제를 사용하여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보조 자격이란 대상인의 치료에 대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적용하되, 피보험자에게 “일반적으로 청구된 금액(AGB: Amounts Generally Billed)”보다 

더 많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AGB, 국세청의 IRC 섹션 501(r)에 의거하여 

정의됨). 가족 소득 및 FPG만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FPG의 500%인 경우까지 재정 보조 

수준이 결정됩니다.   

 

참고 - FPG 외의 다른 기준도 고려하여(예: 현금 또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의 이용 가능성, 월 가계비용지출 대비 지나치게 많은 월 순소득) 앞서 설명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된 가족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품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의 재정 보조 부서는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 재정 보조 정책에 따라 재정 보조 

자격을 결정합니다. 미비한 신청서는 고려하지 않으나 신청자에게 알려 누락된 서류/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도움, 지원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정 보조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주십시오(월~금, 오전 8:00~오후 4:00). 주소: 100 First Street - Suite 300, 

Hackensack, NJ  07601, 전화: (551)-996-4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