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 
관리 정책 매뉴얼 

 
재정 보조 정책      정책 번호: 1846 
(채리티 케어/키즈 케어/메디케이드) 
 
발효일: 2016년 1월      1/8페이지 

 
일반 

정책 
지불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예약된 모든 무보험 또는 부분 

보험 환자는 사전에 채리티 케어/키즈 케어/메디케이드(Charity Care/Kid 
Care/Medicaid) 대상으로 선별됩니다.  지침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환자는 선별 관련 면담 약속을 하도록 외래 환자 접수대로 보냅니다. 
 
목적 
채리티 케어/키즈 케어/메디케이드의 사전 등록 과정 중 보험이 없다고 

명시한 모든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 
재무 담당 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 for Finance) 및 환자 재정 서비스 

담당 부원장(Vice President of Patient Financial Services)이 이 정책의 관리, 
유지관리 및 이후 수정의 책임자입니다. 
 

절차 
1. 사전 등록 과정에서 보험이 없으며 재정 보조가 필요하다고 표시한 모든 

환자가 다음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사전 선별의 정의는 첨부 A를 

참조하십시오. 
a. 채리티 케어의 경우 뉴저지 거주 
b. 혼인 여부 
c. 가구원 수 
d. 가족 연 소득 
e. 가족 자산액 
f. 부모의 고용 상태 
g. 배우자의 고용 상태 
h. 부모가 최근 3개월 동안 직장에 다녔는가? 
i. 배우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직장에 다녔는가? 

 
절차 

1. 가구원 수에 따라 환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참고하여 사전에 환자를 

선별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 채리티 케어 및 리듀스드 채리티 케어 자격 –  첨부 B 
 

b.  메디케이드/키즈 케어 –  참조: 
http://www.njfamilycare.org/default.aspx 
 

http://www.njfamilycare.org/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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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침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는 선별 관련 면담 약속을 하도록 외래 

환자 접수대로 보냅니다.  “ 외래 환자 접수 부서로 의뢰서 작성” 을 

참조하십시오. 
 

d. 1986년 EMTALA(Emergency Medical Treatment & Active Labor 
Act)에 따라 응급 의료 상황에 처한 사람은 지불 능력과 상관 없이 선별하여 

상태를 안정시킵니다.  상기 서비스는 지불과 관련된 조회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든 지연, 거부 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Administrative Policy 558-1, Patient Transfer 및 

EMTALA(Emergency Medical Treatment & Active Labor Act)를 

참조하십시오. 
 

e. 당 의료 센터의 병원 시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이 정책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시설 내에서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부서별 목록은 첨부 C를 

참조하십시오. 이 첨부 문서에는 이 정책에 따라 제공자마다 보장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공자 목록은 분기별로 검토 후 필요하면 

업데이트합니다. 
 

2.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의 “ AGB” (Amounts 
Generally Billed) 계산  

a.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501(r)(5)에 따라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의 경우 이 정책에 의거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 그러한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는 

개인에게 청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하지 않습니다.  
b.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재정 보조 

대상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는 다음 금액 이하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i. 상기 섹션 (1)(a)~(b)에 따라 계산한 금액 또는 

ii. AGB.   
c. AGB는 서비스의 과거 메디케어 수수료에 민간 건강 보험사 항목을 

더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AGB의 백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입원 환자: 26% 

ii. 외래 환자: 32% 
iii. 응급실 외래 환자: 22% 

 
 
 
 
 
 
 

3. 재정 보조 신청 방법  
a. 본 의료 센터 웹 사이트에서 정보 보기 

i. 웹 사이트:  다음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재정 보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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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ckensackumc.org/financialassistanc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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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청 

i. 이용 가능한 언어 
a. 의료 센터의 FAP, 신청서 및 PLS는 영어와 본 

의료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서비스 

지역 내에서 5% 또는 1,000명 미만으로 구성된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LEP” ) 주민의 

모국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요청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개인이 신청서의 종이 사본을 작성하여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신청서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 우편: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 재정 보조 

신청서의 종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1) 100 First Street - Suite 300 

Hackensack, NJ  07601 
c. 내방:  아래 주소의 재정 보조 부서로 직접 

방문하십시오(월~금, 오전 8:00~오후 4:00). 
1) 100 First Street - Suite 300 

Hackensack, NJ  07601 
d. 전화:  재정 보조 부서 전화 번호는 (551)-996-

4343번입니다. 
 

iii. 신청 기간:   
a. 개인의 채리티 케어 신청서 제출 기간은 서비스 

날짜로부터 삼백육십오(365)일입니다. 
b. 미비한 신청서는 고려하지 않으나 신청자에게 알려 

누락된 서류/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iv. 작성한 신청서:   
a. 작성한 신청서를 재정 보조 부서(상기 주소 참조)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청구/수금 절차 및 내국세입법 §501(r)(6) 규정 준수에 관한 정보는 이 정책의 첨부 D,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의 환자 수금 타임라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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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  사전 선별의 정의 

 
가구원 수 
환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성인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정규 학생(full time student)인 경우 22세까지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임신한 여성은 가족 두(2) 명으로 

계산합니다. 
 
혼인 여부  
미혼 –  가구원 1명. 

이혼 –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가구원 1명.  양육권을 가진 경우 해당 미성년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계산. 

별거 –  법적 서류가 없다면 별거한 부부는 가구원 두(2) 명임. 
 
가족 소득  
연간 총 소득 금액. 
 
가족 자산액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소유한 자산이 환자의 자산으로 계산됨.  자산은 당좌 및 보통 예금을 포함한 은행 

계좌, 현금, IRA 또는 기타 퇴직 계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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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B:  채리티 케어 및 리듀스드 케어 자격 
 
添付 B：慈善治療および減額治療の適格性 

 

慈善治療および減額慈善治療の適格基準 

発効日：2015年 3月 23日 

患者は収入および資産の両基準を満たしていること 

 

収入基準：総年収が以下の範囲内の場合の患者負担の割合のパーセンテージ 

 患者負担分は料金の 0% 患者負担分は料金の 20% 患者負担分は料金の 40% 患者負担分は料金の 60% 患者負担分は料金の 80% 患者負担分は料金の 100% 

家族の大きさ* ≦200% >200≦225% >225≦250% >250≦275% >275≦300% >300% 

1 $23,540以下 $23,541～$26,483 $26,484～$29,425 $29,426～$32,368 $32,369～$35,310 $35,311以上 

2 $31,860以下 $31,861～$35,843 $35,844～$39,825 $39,826～$43,808 $43,809～$47,790 $47,791以上 

3 $40,180以下 $40,181～$45,203 $45,204～$50,225 $50,226～$55,248 $55,249～$60,270 $60,271以上 

4 $48,500以下 $48,501～$54,563 $54,564～$60,625 $60,626～$66,688 $66,689～$72,750 $72,751以上 

5 $56,820以下 $56,821～$63,923 $63,924～$71,025 $71,026～$78,128 $78,129～$85,230 $85,231以上 

6 $65,140 $65,141～$73,283 $73,284～$81,425 $81,426～$89,568 $89,569～$97,710 $97,711以上 

7 $73,460以下 $73,461～$82,643 $82,644～$91,825 $91,826～$101,008 $101,009～$110,190 $110,191以上 

8 $81,780以下 $81,781～$92,003 $92,004～$102,225 $102,226～$112,448 $112,449～$122,670 $122,671以上 

家族人数が 8名を超える場合、追加する家族 1名につき、以下の総額を各列の最高額に加えます。 

 $8,320 $9,360 $10,400 $11,440 $12,480  

*妊婦は家族 2名として数えます。 

 

料金のスライディングスケールが 20～80%の患者が総年収の 30%を上回る医療費の現金支出費（すなわち、ほかの当事者によって未払いの請求額）がある場合、30%を上回る金額は病院医療支払援助（慈善医療）とみなします。 

 
資産基準 

個人資産が$7,500ドルを超えないこと、また家族の資産が$15,000を超えない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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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C: 병원 시설 내에서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별 제공자 
 

부서/단체/그룹 재정 보조 정책에 따른 보장 여부 

마취통증의학과(Department of Anesthesiology) 아니요 

암센터 부서(Department of the Cancer Center) 아니요 

치과(Department of Dentistry) 아니요 

응급의학과(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아니요 

가정의학과(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아니요 

내과(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아니요 

신경외과(Department of Neurosurgery) 아니요 

산부인과(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아니요 

안과(Department of Ophthalmology) 아니요 

정형외과(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아니요 

이비인후과(Department of Otolaryngology) 아니요 

병리학과(Department of Pathology) 아니요 

소아과(Department of Pediatrics) 아니요 

성형 및 재건외과(Department of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아니요 

족부의학과(Department of Podiatry) 아니요 

정신과 및 행동의학과(Department of Psychiatry an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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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Medicine) 

방사선종양학과(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아니요 

영상의학과(Department of Radiology) 아니요 

재활의학과(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아니요 

외과(Department of Surgery) 아니요 

비뇨기과(Department of Urology) 아니요 

입원 환자 전문의(Hospitalists) 아니요 

임상병리 서비스(Laboratory Service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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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D: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의 환자 수금 타임라인(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용)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는 보험 청구를 처리한 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청구서를 제공합니다.   보험금 

지급 후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부담(보험이 없는 환자) 

2. 보험금 지급 후 자기 부담(보험사가 책임을 다한 후 남은 잔액은 환자의 책임) 

3.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 채리티 케어(컴패셔네이트 케어 –  청구 금액 할인) 

4. 메디케어 지급 후 자기 부담(메디케어에서 정의한 환자의 책임).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퇴원 또는 서비스 날짜로부터 약 5일 후에 우편으로 명세서가 발송됩니다. 
 

비 메디케어 명세서 주기 –  총 대금 청구 주기는 잔액을 미수금 처리 기관으로 보내기 전까지 62일입니다.  

보험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지급된 후 환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명세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총 지불액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환자에게 계속해서 후속 명세서를 보냅니다(최대 총 

3회).  지불하지 않으면 10일 내에 지불을 요청하는 최종 추심 전 편지를 환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래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은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 이관됩니다. 
 

메디케어 명세서 주기 –  총 대금 청구 주기는 잔액을 미수금 처리 기관으로 보내기 전까지 120일입니다.  
메디케어 및 2차 보험이 지불된 후 청구서가 환자에게 발송됩니다.  명세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총 지불액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환자에게 계속해서 후속 명세서를 보냅니다(최대 총 

4회).  지불하지 않으면 10일 내에 지불을 요청하는 최종 추심 전 편지를 환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래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은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 이관됩니다. 
환자 지불금 납부 주소:  
Hackensack University Medical Center 
P.O. Box 48027 
Newark NJ 07101-4827  
 
잔액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 서비스(551-996-3355)로 연락하십시오. 
계정의 잔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고객 서비스(551-996-3355)로 연락하여 지불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는 재정 보조 사무소(551-996-4343)로 연락하여 재정 보조 대상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 수금 조치는 개인의 재산에 유치권 행사, 재산 처분,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개인 재산 압수 또는 압류,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 개시, 체포, 임금 차압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별 수금 조치는 다음 

기간이 적용됩니다. 
 

1.  통보 기간:  당 의료 센터는 지불액을 받기 위한 특별 수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에게 수금, 
지불 및 재정 보조 정책을 통보하며 환자가 최초 퇴원 후 치료의 청구 명세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20일까지는 특별 수금 활동의 시작을 삼갑니다.  

2. 신청 기간:  개인에게는 최초 퇴원 후 청구 명세서를 받은 날로부터 240일의 신청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3. 특별 수금 활동 대기 기간: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는 환자에게 특별 수금 활동을 하기 최소 

삼십(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