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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책임: 이사 - 환자 재정 서비스(Patient Financial Services)
I.

목적:
모든 환자가 지불 능력에 상관 없이 Atlantic Health System, Inc.(“Atlantic Health
System”)의 병원 시설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응급 처치와 기타 의학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본 정책은 Morristown Medical Center, Overlook Medical
Center, Chilton Medical Center, Newton Medical Center, Hackettstown Medical Center 및
Atlantic Rehabilitation Institute를 비롯한 모든 Atlantic Health System 병원과 42 C.F.R.
413.65에 의거하여 제공자 기반으로 지정된 모든 Atlantic Health System 시설에
적용됩니다.

II.

정책:
환자의 지불 능력에 상관 없이 병원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환자가 필수적인 응급
처치와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tlantic Health
System의 정책입니다. 아래의 제IV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병원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무보험 및 과소보험 환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모든 Atlantic Health System 병원 시설을
비롯하여,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42 C.F.R. 413.65에서 서비스 제공자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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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연방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모든 Atlantic Health System
시설에 적용됩니다.
재정 지원 및 할인은 응급 상황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의사 진료비, 마취 시술비, 방사선 진단 및 외래환자 처방비 등을 포괄하는
일부 서비스는 병원비와 별도이므로 Atlantic Health System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시설 이외에도, 병원 시설에서 응급 진료 및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본 재정 지원 정책(“FAP”)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한 시설별
목록은 FAP의 부록 A에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목록 2는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검토되어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III.

일반 사항:
A. Atlantic Health System은 응급 진료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모든
뉴저지 거주자에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에
상관 없이, 그리고 이러한 환자가 본 FAP에 의거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자격 정도에 상관 없이 입원 및 외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B. Atlantic Health System은 응급실의 환자에게 치료를 받기 전에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거나 응급실이나 다른 영역에서 빛 독촉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차별 금지적인 측면에서 응급 치료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행동과 같이 개인이 응급 치료를 단념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C. Atlantic Health System의 FAP, 재정 지원 신청서 및 쉬운 말 요약서(Plain Language
Summary, “PLS”) 등은 모두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tlantichealth.org/financialassistance
D. Atlantic Health System의 FAP, 재정 지원 신청서 및 PLS 등은 영어 이외에도, 각
병원 시설의 1차 서비스 영역이 담당하는 지역 사회에 1,000명 또는 5% 인구를
구성하고 영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소수민족을 위해 해당 모국어로 제공됩니다.
FAP, 재정 지원 신청서 및 PLS에 대한 번역본은 본 FAP의 부록 B에 명시된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FAP, 재정 지원 신청서 및 PLS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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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AP, 재정 지원 신청서 및 PLS의 복사본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무상으로 공급되며 아래의 나열된 입원과, 응급과, 그리고 재정 카운셀링과 등을
비롯한 병원 시설의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재정 지원 신청서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재정 카운셀링 사무소:
Morristown Medical Center: 100 Madison Avenue, Morristown, New Jersey 07960,
Financial Counseling Office, 전화 973-971-8964
Overlook Medical Center: 99 Beauvoir Avenue, Summit, New Jersey 07901, Financial
Counseling Office, 전화 908-522-4689
Chilton Medical Center: 97 West Parkway, Pompton Plains, New Jersey 07444,
Financial Counseling Office, 전화 973-831-5113
Newton Medical Center: 175 High Street, Newton, New Jersey 07860, Financial
Counseling Office, 전화 973-579-8407
Hackettstown Medical Center: 651 Willow Grove Street, Hackettstown, New Jersey
07840, Financial Counseling Office, 전화 908-850-6902
Atlantic Rehabilitation Institute: 100 Madison Avenue, Morristown, New Jersey
07960, Financial Counseling Office, 전화 973-971-8964.
F. 환자가 FAP, 재정 지원 신청서 또는 PLS의 사본을 구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 서비스부 전화 1-800-619-4024에
연락하시거나 상기에 명시된 재정 카운셀링 사무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G.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사인이나 디스플레이가 입원
구역, 응급실 및 재정 카운셀링 사무소 등을 비롯한 병원의 공용 구역에 눈에
띄도록 게시될 것입니다.
H. PLS는 입원 과정의 일부로 모든 환자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I. Atlantic Health System은 응급 치료 및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없는 유자격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자선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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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Atlantic Health System은 지역 사회 서비스 및 비영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FAP, 재정 지원 신청 및 PLS를 소속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할 것입니다.
J.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tlantic Health System
직원, 추천 전문의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재정
카운셀러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재정 카운셀러는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고 환자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환자는 재정
지원을 위한 Atlantic Health System 신청서(인증서 페이지 포함)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제반 문서를 제공해야만 재원 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영어 구사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요청에 따라
번역본 및 통역사가 사용될 것입니다.
K. 무보험 환자는 퇴원 후 대금 청구서를 처음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365일 내에
작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 또는 과소보험 환자는 퇴원
후 보험사가 처리한 내용을 반영한 대금 청구서를 처음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365일 내에 작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V.

재정 지원 프로그램:
Atlantic Health System의 환자는 아래 설명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있어서 Atlantic Health System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청구 총액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 또는 지불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Atlantic Health System은 이러한 순 금액(재정 지원이 청구 대금보다는 비용을 기반으로
적절히 보고되는 비용 대 부과 비율의 적용을 받음)을 기관이 제공하는 재정 지원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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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뉴저지 주 프로그램:
1. 자선 진료(Charity Care):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Medicaid의 자격이 되는 경우에 주의 Medicaid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급성
환자 치료 병원비에만 적용됩니다. 재정 카운셀링 사무소는 작성된 초기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10 업무일 이내에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예를 들어,
요청된 소득/자산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서면상으로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문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한 거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무보험 신청자는 퇴원 후 대금 청구서를 처음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365일 내에 요청된 문서를 첨부해서 자선 진료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또는 과소보험 환자는 퇴원 후 보험사가 처리한
내용을 반영한 대금 청구서를 처음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365일 내에
요청된 문서를 첨부해서 자선 진료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선 진료의
자격이 되는 환자는 부록 C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무료 진료를 받거나 총
청구액에서 할인을 받게 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는 향후에 서비스를 받고 재정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선 진료(Charity Care)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뉴저지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주 프로그램입니다.
a.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병원비의 일부만 지불하는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사설 또는 정부 후원 보장(예를 들어, 사회보장연금(은퇴 및 장애인);
Medicaid에 동반되는 보조 사회보장 소득(Social Security Income, SSI);
또는 Medicaid)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c. 주에서 규정한 소득 및 자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자선 진료의 자격이 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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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자는 부록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구 총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이하인 환자에게는 병원비의 100%를 지원하고 가구 총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초과 및 300% 이하에 해당되는 환자에게는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선 진료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b. 자선 진료의 자격 요건 상한선은 개인 자산이 $7,500, 가족 자산이
$15,000입니다.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자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N.J.A.C. 10:52-11.8(a)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인 신청자에 대한 가족 규모에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되는
미성년자 자녀, 그리고 신청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성인 등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신청자에 대한 가족 규모에는 양부모, 부모의
배우자, 미성년자 형제자매, 그리고 신청자의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의 성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자가 자신이 배우자
또는 부모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는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2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계산됩니다.
병원 서비스 매뉴얼(Hospital Services Manual), N.J.A.C. 10:52, 자선 진료
절(이하 참조)에 의거하여 요청되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적절한 환자 및 가족 신원증명 문서. 여기에는 운전 면허증,
사회보장카드, 외국인 등록 카드, 출생 증명서, 급여 명세서, 비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서비스 날짜를 기준으로 뉴저지 거주 증명(주: 특정 상황에서 응급
치료는 거주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음). 여기에는 운전 면허증, 투표
등록 카드, 노조 회원 카드, 보험 또는 웰페어 플랜 ID 카드, 학생증,
공공 요금 청구서, 연방 소득세 신고서, 주 소득세 신고서, 또는 실업
급여 명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총 소득 증명서. 여기에는 병원이 환자의 총 소득(다음 중 한 가지)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서비스 전 12개월간 총 실소득.

ii.

서비스 전 3개월간 총 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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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비스 직전 달의 총 실소득.

d. 서비스 날짜 기준의 자산 증명. 이것은 주식, 채권 IRA, CD, 당좌구좌
및 저축구좌, 또는 주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 등과 같이 현금화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N.J.S.A. 26:2H-12.52에 의거한 할인 진료를 위한 자격
가족 총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500% 미만인 뉴저지 거주 무보험 환자는
FAP의 섹션 IV.C.에 따라 할인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선 진료에 적용
가능하고 상기의 섹션 A.1.에 명시된 문서 요건은 본 조항에 따라 자격 결정에
적용되며, 개인 및 가족 자산 상한선은 본 조항에 의거한 할인 치료를 위한
자격 요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린이 재해성 질환 구제 기금 프로그램(Catastrophic Illness in Children
Relief Fund Program):
뉴저지 주의 어린이 재해성 질환 구제 기금 프로그램은 심각한 질병을 가진
어린이의 가족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인정되는 비용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정보는 http://www.state.nj.us/humanservices/cicrf/home/에서
제공됩니다.

4. 뉴저지 주 범죄 희생자 보상국(New Jersey Victims of Crime Compensation
Office):
뉴저지 주는 특정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희생자의 재산 손실 및
비용(특정 의료 비용 포함)을 보상하기 위해 뉴저지 주 범죄 희생자 보상국을
설립했습니다. 자격 요건, 인정되는 비용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정보는
http://www.nj.gov/oag/njvictims/application.html에서 제공됩니다.

B. 자기 부담금:
1. 뉴저지 거주자

과소보험 환자로서 자선 진료 또는 모든 유형의 연방 또는 주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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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원 환자: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 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해당 Medicare DRG 요율에 15%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외래 환자: Morristown Medical Center 및 Overlook Medical Center에서

ii.

외래 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 청구액에 대해 40%
할인된 요율을 청구하게 됩니다. Newton Medical Center 환자는 88%
할인, Chilton Medical Center 외래 환자는 82.4% 할인, Hackettstown
Medical Center 외래 환자는 89% 할인을 받게 됩니다.
2. 다른 주 및 외국인 환자
a.

입원 환자: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 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해당 Medicare DRG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b.

외래 환자: Morristown Medical Center 및 Overlook Medical Center에서
외래 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 청구액에 대해 40%
할인된 요율을 청구하게 됩니다. Newton Medical Center 환자는 88%
할인, Chilton Medical Center 외래 환자는 82.4% 할인, Hackettstown
Medical Center 외래 환자는 89% 할인을 받게 됩니다.

C.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
가족 총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500% 미만인 뉴저지 거주 과소보험 환자로서
연방 또는 주 후원 재정 지원 프로그램(자선 진료는 제외)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IV조에 따라 자신의 계정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재정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환자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Medicare 요율에 15%를
가산한 금액과 AGB 중에서 적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Atlantic Health System은 각각의 해당 병원에 대해 과거 이력 이용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AGB 요율(병원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Morristown Medical Center: 25.5%
Overlook Medical Center: 26.4%
Chilton Medical Center: 19.4%
Newton Medical Center: 13.5%
Hackettstown Medical Center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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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입법 제501(r)조에 따라, 각 병원은 과거 기록 검토 방식을 활용해서 해당
AGB 퍼센트를 계산합니다. AGB 퍼센트는 12개월 기간에 허용되는 모든
보험금을 이러한 보험금과 관련된 청구금으로 나눈 값에 기반을 두어
계산됩니다. 모든 병원 시설에 대해 다음의 지불자 조합이 선택되었습니다:
Medicare 진료행위별 수가제 + 모든 민영 보험사.
AGB 퍼센트는 역년 말의 120일 내에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계산된 AGB 퍼센트
결과의 금액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환자는 AGB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산된 AGB 퍼센트 결과의 금액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환자는 상기에 설명된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V.

대금 청구 및 징수 정책
본 조항은 Atlantic Health System의 대금 청구 및 징수 정책과 절차에 대해 명시하며 재정
지원 할인이 적용된 후의 잔여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비롯하여 치료비에 대한 청구서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취하게 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Atlantic Health System을
대신하여 추심 기관 및 변호사가 본 FAP 사본을 사용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각 대금 청구서에는 환자가 FAP에 대한 정보와 재정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병원의 재정 카운셀링 사무소에 대한 전화 번호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문이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될 것입니다. 대금
청구 명세서에는 FAP, 재정 지원 신청서, 그리고 PLS 등의 사본을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 통지 기간: Atlantic Health System 는 환자의 잔액을 확인한 즉시 미결제 잔액에 대해
대금을 청구합니다. 무보험 환자의 경우, 퇴원 후 대금 청구서를 처음 받은 시점이
환자에 대한 특별 추심 활동(“ECA”)(아래에 정의됨)이 없는 120 일 통지 기간의
시작이 됩니다. 보험 또는 과소보험 환자의 경우, 퇴원 후 보험사가 처리한 내용을
반영한 대금 청구서를 처음 받은 시점이 환자에 대한 ECA 가 없는 120 일 통지
기간("120 일 통지 기간")의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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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환자가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재정 지원 또는 새롭거나 개정된 지불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 청구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는 통지서가
환자에게 발송됩니다. Atlantic Health System 은 지불 계획을 요청하고 수립하려는
환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C. 120 일 통지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도 대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환자가 재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병원의 재정 카운셀링 사무소나 병원의 고객 서비스 사무소와 대체
지불 계획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계정은 추심 기관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Atlantic Health System 은 환자가 10 일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계정이 추심 기관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최종 통지”). 최종 통지는 유자격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환자가 FAP 에 대한 정보와 재정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병원 재정 카운셀링 사무소의 전화 번호를 포함할 것입니다. 대금 청구
명세서에는 FAP, 재정 지원 신청서, 그리고 PLS 등의 사본을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도 포함됩니다.
D. Atlantic Health System 은 Atlantic Health System 을 대신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추심
기관과 변호사("제 3 자")에게 120 일 통지 기간 후에 연체 환자 계정에 대한 ECA 를
시작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계정이 제 3 자에게 의뢰된 경우, 제 3 자는
환자가 FAP 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ECA 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 환자에게 서면 통지서("30일 통지서")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는
(a) 유자격 환자에 대해 제공 가능한 재정 통지를 안내하고, (b) 제3자가
치료비에 대한 징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ECA에 대해 명시하고, (c) 이러한
ECA가 시작된 후의 최종 기일을 명시합니다(최종 기일은 통지서가 제공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음).
2. 30일 통지서에 EAP의 쉬운 말 요약서 사본이 포함되었습니다.
3. Atlantic Health System 및/또는 제3자가 환자가 재정 지원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EAP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 통지하려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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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환자가 FAP 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 3 자는 환자에 대해 다음의 ECA 를
실시해서 치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사항을 포괄하는 법적 소송 또는 재판이 필요한 조치:
a. 환자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I.R.C. 섹션 501(r)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
b. 환자의 은행 구좌 차압 또는 동결
c. 환자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d. 환자의 임금 차압
2. ECA는 개인 상해 판결, 합의 또는 보상, 파산 신청의 소송에 대한 담보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F.

완전하지 않은 재정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 Atlantic Health System은 FAP 자격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나 문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환자에게 보낼 것입니다. Atlantic Health System은 완전하지 않은 재정 보조 신청이
제출되었음을 제3자에게 통지하며 제3자는 30일 기간동안 치료비 징수를 위한
ECA를 중지할 것입니다.

G. 완전한 재정 보조 신청이 접수된 경우, Atlantic Health System은 다음 사항이
실시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1. 환자에 대한 ECA가 중단됩니다.
2. 시기 적절하게 자격 심사 결정이 내려지고 문서화됩니다.
3. Atlantic Health System은 결정 사항과 결정 근거에 관한 내용을 서면상으로
환자에게 통지합니다.
4. FAP 적격 환자(해당되는 경우)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금액이 결정된 방법,
그리고 해당 AGB 퍼센트 등을 명시한 업데이트된 청구서가 제공됩니다.
5. FAP 적격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불된 경우, 초과분은
환불됩니다(해당되는 경우).
6. 제3자는 판결을 파기하거나 담보권 또는 차압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부채를
환수하기 위해 환자에 대해 내려진 ECA를 취소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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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자격을 추정해서 결정을 내린 병원 시설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1. 환자가 FAP에 따라 가장 호의적인 지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 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결정을 내린 경우, Atlantic Health System은 다음
사항을 진행할 것입니다.
a. 추정해서 내려진 EAP 자격 결정을 내린 근거에 관해 환자에게 통보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b. ECA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서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c. 완전히 작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환자의 EAP 자격
상태를 다시 결정합니다.
참조 문헌:
Internal Revenue Service, 26 CFR Parts 1, 53, and 602, Additional Requirements for
Charitable Hospitals; Community Health Needs Assessments for Charitable Hospitals;
Requirement of a Section 4959 Excise Tax Return and Time for Filing the Return; Final Rule;
N.J.S.A. 26:2H-12.52; N.J.A.C. 10:5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rian Gragnolati, 사장/CEO

날짜

Atlantic Health System, Inc. 페이지 10/13

페이지 12 / 15

부록 A
서비스 제공자 목록
Atlantic Health System, Inc.(“Atlantic Health System”) 재정 지원 정책(“FAP”)은 Atlantic Health
System의 자회사인 AHS Hospital Corp.에 의해 청구되는 Atlantic Health System 병원 또는
제공자 기반 외래환자 시설이 제공하는 응급 치료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적용됩니다.
또한, FAP는 Atlantic Health System 병원에서 Practice Associates Medical Group, P.A. d/b/a
Atlantic Medical Group(“AMG”) 의사가 제공하는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환자
치료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FAP는 Atlantic Health System 병원의 외부에서 제공되는 치료에
대해 AMG 의사가 청구하는 전문 서비스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tlantic Health System 병원과 외래환자 시설에서 기타 제공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자가 상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제공자는 Atlantic Health
System 재정 지원을 따르지 않습니다. 환자는 이러한 제공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적절히 지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자 목록은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검토 및 업데이트됩니다. FAP 또는 이러한 제공자
목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객 서비스 부 1-800-619-402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페이지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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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FAP, 재정 지원 신청서 및 PLS 등에 대한 번역본은 영어와 다음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프랑스 크리올
그리스어
구자라티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스페인어
타가로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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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자선 진료 및 완화된 자선 진료 자격 기준
시행일: 2020 년 3 월 17 일 월요일
환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기준
연간 총 소득이 다음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환자가 지불하는 청구 대금의 퍼센트
자산 기준

가구 규모
1

대금의

대금의

대금의

대금의

대금의

대금의

0%를

20%를

40%를

60%를

80%를

100%를

환자가 지급
<=200%

환자가 지급
>200<=225%

환자가 지급
>225<=250%

환자가 지급
>250<=275%

환자가 지급
>275<=300%

환자가 지급
>300%

$35,091
$38,280

$38,281 이상

$47,411
~ $51,720

$51,721 이상

$59,731
$65,160

$65,161 이상

$65,501
~ $72,050

$72,051
~ $78,600

$78,601 이상

$69,031
~ $76,700

$76,701
~ $84,370

$84,371
~ $92,040

$92,041 이상

$70,321
~ $79,110

$79,111
~ $87,900

$87,901
~ $96,690

$96,691
~ $105,480

$105,481 이상

이하
$88,240

~

$79,281
$89,190

$89,191
~ $99,100

$99,101
~ $109,010

$109,011
~ $118,920

$118,921 이상

이하

~

$88,241
$99,270

$99,271
~ $110,300

$110,301
~ $121,330

$121,331
~ $132,360

$132,361 이상

$25,520
이하

2
3

$25,521
$28,710

$28,711
~ $31,900

$31,901
~ $35,090

~

$34,481
$38,790

$38,791
~ $43,100

~

$43,441
~ $48,870

$48,871
~ $54,300

$54,301
~ $59,730

~

$52,401
~ $58,950

$58,951
~ $65,500

$61,361
~ $69,030

$34,480
이하
$43,440

4

이하
$52,400

5

이하
$61,360

6

이하
$70,320

7

이하
$79,280

8

~

$43,101
$47,410

~

가족 구성원이 8 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추가되는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각 열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다음 금액을
더하십시오.
$8,960

$10,080

$11,200

$12,320

$13,440

* 임신한 여성은 2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계산됩니다.
20% ~ 80% 비용 연동 범위에 있는 환자가 연간 총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유료 의료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다른 당사자가 미지불한 청구서), 30%를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 지불 지원금(자선 진료)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자산은 $7,50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족 자산은 $15,0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7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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