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증명서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와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  
          (집주인, 친척, 친구, 룸메이트)  

본인은 상기인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부터 
   (월/연도) 

아래 주소에서 본인과 동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로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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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증명서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 

 

계정 번호: 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1. 이 진술서는 귀 병원에 본인(및 배우자)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득/수급한 실업 급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월/연도)   (월/연도) 

환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 

 

2. 이 진술서는 귀 병원에 본인은 _________________부터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뉴저지주에 거주할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월/연도) 

환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 

 

3. 이 진술서는 귀 병원에 본인(및 배우자)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부터 자산이 없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 

 



 

 

4. 이 진술서는 귀 병원에 본인의 병원 서비스와 관련된 미납액을 보장할 

본인 또는 제3자의 의료 보험이 없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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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조 명세서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 및 보조 유형을 제공하고 있음/제공하였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이름) 

     

  예  아니요 

식량:  ____  ____ 

보호 시설: ____  ____ 

현금  ____  ____  금액(월): $ ________________ 

 

기간(시작): ______________________  기간(종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연도)     (월/연도)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로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본인은 해당 환자의 병원비 또는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으며 그러한 책임도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환자와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상기 내용과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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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정보 공개에  

대한  

허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Adreima/HackensackUMC에 본인의 연령, 거주지, 시민권, 취업 여부, 소득, 자산 

및/또는 은행 계좌 명세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획득한 정보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및 뉴저지주 병원 치료 보조 

프로그램 대상 자격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될 것으로 양해됩니다. 



 

 

이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이 양식에 포함된 정보는 상기에 언급된 개인이나 단체만 사용할 기밀 정보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수령인이 아닌 경우 귀하가 본 전달 사항을 유포, 배포 또는 복사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됨을 알립니다.  이 전달 사항을 잘못 수령한 경우 즉시 저희에게 전화로 알리고 원본 

메시지를 다음 주소로 반송해주십시오.  

HackensackUMC 

Financial Assistance Office 

100 First Street, Suite 300 

Hackensack, NJ 07601 

(551) 996 - 43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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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병원 치료비 지불 보조 

프로그램 신청 추천서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자 제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                   배우자/후원자/기타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정자로 기입)       성명(정자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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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증명서 

재정상 관계 부존재 증명서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배우자와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부터 별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월/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 

2. 본인은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 

3.  본인은 배우자와 공동 은행 계좌나 기타 자산이 없으며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 또는 소유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 

4. a.) 본인은 ___________년부터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연도)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날짜 이전에 제출한 가장 최근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 첨부) 

b.) 본인은 최근 _______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보존하지 않아 사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간단히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 

5. 본인은 배우자로부터/배우자에게 어떠한 이혼 수당, 자녀 양육비, 소득 

또는 기타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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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서 진술서 

 

날짜: ___________________                  진료 기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다음 진술이 사실이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현재 요청받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뉴저지 병원 치료비 지불 보조 프로그램 신청서와 일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귀 

병원에서 요청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상기인임을 진술합니다.  본인은 또한 뉴저지 병원 

치료비 지불 보조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신분증 양식이 없음을 진술합니다.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본인은 상기 주소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부터 거주했으며 뉴저지에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다.  본인은 다른 주 또는 국가에 다른 거주지가 없습니다.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본인 및/또는 배우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으며/없거나 해당 

기간 동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관계________________________) 후원을 받았습니다.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본인 및/또는 배우자는 서비스를 받을 당시 자산이 없습니다.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 및/또는 배우자는 서비스를 받던 날짜 __________________에 $_________________________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당좌 예금_____, 보통 예금_____, 현금_____이었습니다. 

기타(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본인은 본인의 병원비 미납액을 보장할 본인 또는 제3자의 의료 보험이 없습니다. 

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정 2015년 12월 

 
해컨색대학 의료 센터  

응급실 입원 신청서 

 

1. 환자 이름:      환자 계정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중간 이름의 이니셜) 

 

             

2. 환자 집 주소:     전화번호: 

도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 번호 ____     

 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주: ___ 우편번호: ________  (지역 번호 포함) 

 

 

3. 보험 

환자가 건강 보험 또는 기타 보험 급여 대상입니까? 예__ 아니요__ 알 수 

없음__ 

 

4. 뉴저지 거주(체크 표시)  예__ 아니요__ 알 수 없음__ 

 

5. 취업 여부(체크 표시)  예__ 아니요__ 알 수 없음__ 

고용주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환자의 연간 소득 최적 추정 금액: $ 

소득원: ___________________ 

총액 $__________________ 월/격주/주(하나만 동그라미 표시) 

 

7. 은행 계좌(체크 표시) 예__ 아니요__ 알 수 없음__ 

서비스일 당시 환자의 자산: $ ________________ 

은행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행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뉴저지 병원 

치료비 지불 보조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이 

임의의 사람이나 단체에 문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신청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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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신청자 증명서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1. 본인은 상기인이 ________________________부터 뉴저지에 거주한 노숙인임을 

증명합니다. 
            (월/연도) 

환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 

2. 본인은 신분증이 없으며 이름은 ___________________임을 증명합니다. 

 

환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 

 

3. 본인은 아래 날짜부터 소득이 없었으며, 현금, 보조금 또는 어떠한 유형의 

연금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연도) 

 

환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  

   

4. 본인은 아래 날짜부터 은행 계좌,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연도) 

 

환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 

 

  

5. 본인은 본인의 병원비 미납액을 보장할 본인 또는 제3자의 의료 보험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환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6. 본인은 다음 주소를 우편용으로만 사용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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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이유에 관한 증명서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본 뉴저지  
                                           (서명자의 이름) 

병원 치료비 지불 보조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를 대신하여 작성합니다.  
                                          (환자의 이름)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환자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인의  

   (환자와의 관계) 

재정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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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의도 증명서 

 

날짜_____________ 

 

관계자 제위,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인은 전적으로 미국 뉴저지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