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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날짜:  
신규: 2020 년 3 월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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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 지원 정책 

 

정책: 

 

조세법(501(r)항)에서는 병원이 재정 상태에 근거하여 치료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응급 또는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무상 

혹은 감액된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racie Square Hospital(이하 병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이 적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병원으로부터 응급 또는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은 

환자에게 재정 지원(이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병원은 개별 

환자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당한 경우 연령,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사회 

경제적 혹은 체류 신분, 성적 성향 또는 가입 종교에 관계없이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병원에서 개인이 재정 지원 수혜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병원은 해당 개인에 대한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ECA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모든 해당 대상 체크) 

 

집단: 성인  

진료 환경: 정신과 입원 환자 

 

직원: 

 임상 직원 

 비임상 직원 

 기타 -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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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 이 정책은 병원 및 직원이 이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한 모든 응급 또는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적용됩니다.  

 

2. 이 정책은 뉴욕주 거주자에게 제공된 모든 응급 서비스 및 5개 자치구(카운티)로 

구성된 병원의 주 서비스 지역의 적합한 자격이 있는 거주자에게 제공한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응급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란 

뉴욕주 Medicaid 프로그램에서 보장되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3. 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사 서비스에는 이 재정 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4.   대상 자격을 갖춘 무보험자의 보장 이외에, 이 정책은 자격을 갖추었으며 공동 

부담금, 공제액 또는 공동 보험을 비롯해 큰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개인 

및/또는 건강 보험 급부금(건강 저축 계좌 포함,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소진한 개인도 보장합니다. 

 

5. 필수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정 지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한정된 경우, 신용 기관 또는 전문 보고 

기관으로부터 추정 계산된 소득 점수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재정 지원은 합당하거나 적절한 경우, 환자가 Medicaid 또는 기타 보험 

프로그램의 적격성 심사를 받은 후에 제공됩니다. 

7.  이 정책의 예외는 담당 병원 직원의 승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의 의료적 

필요성에 관한 분쟁은 해당 병원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병원 진료 관리 부서(Care 

Management Department)에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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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A. 신청: 시점/위치/서류 

1. 신청서, 정책 전문 및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요약서(요약서)를  

비롯하여 병원의 기본 언어로 작성된 서면 자료는 요청 시 비용 없이 병원의  

입원 부서로부터 접수 및 등록 과정 동안, 퇴원 시 및/또는 우편으로 

환자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병원 웹 

사이트(www.nygsh.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정책에 관한 

통지를 병원 입원국의 잘 보이는 곳에 적절한 언어로 게시해야 하며, 

환자에게 발송하는 청구서 및 명세서에 자격 대상이 되는 환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소개해야 합니다. 

 

2. 신청 자료는 환자에게 통지하여 환자가 이 정책에 따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서류를 포함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환자는 

병원이 신청을 판정할 때까지 병원의 청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환자는 청구 및 추심 과정 동안에 언제든지 신청서 양식을 요청하고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청에 대한 결정은 

작성된 신청서가 제출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병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병원은 30일의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불리한 

결정 또는 거부를 통지할 때는 거부나 다른 불리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을 설명하는 서면 지침 및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신청자는 신청서 양식에 입력한 정보에 대한 서류를 포함하여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신청 내용을 증빙하는 정보/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의 예로는 급여 명세서, 고용주의 서신(해당하는 경우) 및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국세청 양식 1040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자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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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은 환자가 다음의 제한적 조건하에서 재정 지원에 대해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추정 적격성) 판단하기 위해 신용 기관 등 

제3자에게 특정 환자에 대해 질의하고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경우 

b. 환자의 보험 보장이 부족하거나 보장이 소진된 경우 

c. 환자의 계정에서 $300.00 초과 잔액이 미결제로 남아 

있는 경우 

d. 환자가 하나 이상의 청구서를 받았고 해당 청구서의 지불 

기한이 만료된 경우 

e. 환자가 재정 지원 신청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f. 병원에서 신용 보고서를 받기 전에 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청구서의 명세서에 포함해 환자에게 통보한 경우 

g. 재정 지원의 신청을 거부하는 데 신용 보고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병원은 그러한 제3자에게 환자의 계정 상태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7. 병원은 이 정책에 따라 보장된 서비스에 대해 적합한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하나 

이상의 이전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응급 또는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늦추거나 거부(또는 제공 전 지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B. 이의 제기 절차 

1. 환자가 자신의 재정 지원 신청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결정 20일 이내에 

사유와 증빙 서류를 환자 고객 차장(Assistant Director of Patient Accounts)에게 

제출하여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차장은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이의를 검토하고 환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3. 환자가 차장의 결정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경우, 환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환자 고객 부장(Director of Patient Accounts)에게 

차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장은 이의 제기 접수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부장의 

결정은 최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이의 제기가 진행 중에는 어떠한 추심 활동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C. 지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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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책의 요건에 따라, 병원은 소득이 매년 공개되는 농가 외 소득에 대한 

연방 빈곤 기준의 600% 미만(적격성 판단을 위해 서비스 시점이 아니라 

작성된 신청서 접수 시점에 유효한 소득 기준이 사용됨)인 무보험 신청자 

또는 건강 저축 계좌를 포함한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특정 서비스에 대해 

건강 보험 서비스 급부금을 모두 소진한 신청자(개인 및 가족 모두)에게 

현재 연도의 적절한 비용 연동제에 따라 무상 또는 감액된 진료를 

제공합니다. "비용 연동제 - 입원 환자(이 문서에 별첨 A로 첨부). 

 
2. 병원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청구액을, 

보험이 있는 개인에게 응급 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일반 청구 

금액(AGB)으로 제한합니다. 병원은 전향적 방법을 이용해 AGB를 

계산하며, 뉴욕주 보건부에서 공표한 현재 뉴욕주 진료별 Medicaid 

수가(이하 "해당 수가")를 해당 수가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정 지원 

적격성 결정 후, 적합한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는 응급 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 일반 청구 금액(AGB)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정 

지원 적합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병원은 

해당 개인의 가족 규모 및 소득을 기초로 별첨 A에 따라 비용 연동제 할인 

방법을 AGB에 적용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가정하여, 재정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고 가족 수가 3명이며 소득이 $35,000인 환자는 별첨 A에 

준하여 계산된 대로 그 환자의 입원에 적용 가능한 통산 Medicaid 

수가(AGB)의 10%가 청구됩니다. 

 

3. 분할 납부 플랜 환자가 계정의 잔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병원은 환자와 

분할 납부 플랜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환자와 분할 납부 플랜을 협상할 경우 

병원은 남은 잔액을 고려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합니다. 

 

a. 분할 납부 플랜은 6개월 안에 남은 잔액의 납부를 허용합니다. 

b. 납부 기간은 환자의 재정 상태가 연장에 합당할 경우 병원의 재량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c. 월 납부금은 환자의 총 월 소득에서 십 퍼센트(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환자가 지불 기일에 2회 지불하지 않고 그 이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잔액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e. 이자가 환자에게 청구될 경우 미지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은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서 발행한 90일 채권의 

이자율에 0.5%를 추가한 이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분할 납부 

플랜은 납부 미이행 시 조기 만기 또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하는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탁금 재정 지원을 신청하고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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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일: 2020 년 3 월, 2022 년 2 월, 2022 년 8 월 

 

공탁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한 시점 이전에 환자가 낸 

공탁금은 재정 지원 고려 사항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환자가 

무상 진료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공탁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할인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결정된 환자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공탁금 잔액이 반환됩니다. 

 

5. 병원은 해당 뉴욕주 법률에 따라 병원의 재무 회계 시스템에 재정 지원 

진료로서 청구된 금액의 회계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6. 병원이 해당 정책을 준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D. 교육/대중의 인식 

1. 병원 직원은 재정 지원의 가용성과 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하도록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을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병원은 

환자와 업무상 관계를 맺거나 청구 및 추심 책임이 있는 모든 병원 직원에게 이 

정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 정책에 관해 환자에게 알리는 통지는 절차 A.1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3. 지원 적격성 판단에 사용되는 소득 수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 병원의 주 서비스 

지역에 대한 설명과 지원 신청 방법뿐 아니라 정책과 환자가 이용 가능한  

신청서 양식을 포함하는 요약서는 병원의 웹 사이트(www.nyqsh.org)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4. 병원은 일반 대중, 지역 커뮤니티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관 및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돕는 기타 지역 단체에 재정 지원의 이용 가능성을 알립니다.  지역 

비영리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알리기 위해 취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병원 건물 인근에 지역 자문 위원회 및 주요 협회, 선별 학교 및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정책, 요약서 및 신청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 종교 단체, 복지 서비스 기관 및 선출 임원 및 

그 직원과 만나 정책에 대해 교육합니다. 

c. 병원에서 후원하는 서비스 지역의 거리 홍보회 및 기타 커뮤니티 

행사에서 정책, 요약서 및 신청서 양식 사본을 제공합니다. 

 

 

 

E. 추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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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은 환자가 Gracie Square Hospital에 대한 불량 채무를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는 병원의 재정 지원 정책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병원의 핵심 사명, 가치 및 원칙에 맞게 추심 대행 기관 

및 변호사가 병원을 대신해 채무 추심 활동을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 병원의 추심 방법 및 절차는 조세법(26 U.S.C. 501(r)항) 및 규정의 요건에 

맞게 별도의 추심 정책에 약술되어 있습니다. 추심 정책은 병원 

입원국(Admitting Offices) 또는 병원 웹 사이트(www.nyqsh.org)에서 

영어 및 기타 언어로 제공됩니다. 

 

 

책임:  

재무 부서 

 

 

승인 방법: 

 

위원회(해당하는 경우) 승인일  

정책 및 절차 위원회 2022 년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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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A 

 

별첨 A: 비용 연동제 - 입원 환자 

농가 이외의 소득에 대한 HHS 빈곤 수준 기준 - 최대 600% 

환자 지불 입원 환자 적용 수가의 10% 적용 수가의 20% 적용 수가의 55% 적용 수가의 90% 적용 수가의 100% 

할인 없음 - 

병원 청구액 

연방 빈곤 수준 % 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0% 이상 

세대 규모 다음 이하 다음 초과 다음 이하 다음 초과 다음 이하 다음 초과 다음 이하 다음 초과 다음 이하 다음 초과 다음 이하 다음 초과 

1 $13,590 $13,590 $27,180 $27,180 $40,770 $40,770 $54,360 $54,360 $67,950 $67,950 $81,540 $81,540 

2 18,310 18,310 36,620 36,620 54,930 54,930 73,240 73,240 91,550 91,550 $109,860 $109,860 

3 23,030 23,030 46,060 46,060 69,090 69,090 92,120 92,120 115,150 115,150 $138,180 $138,180 

4 27,750 27,750 55,500 55,500 83,250 83,250 111,000 111,000 138,750 138,750 $166,500 $166,500 

5 32,470 32,470 64,940 64,940 97,410 97,410 129,880 129,880 162,350 162,350 $194,820 $194,820 

6 37,190 37,190 74,380 74,380 111,570 111,570 148,760 148,760 185,950 185,950 $223,140 $223,140 

7 41,910 41,910 83,820 83,820 125,730 125,730 167,640 167,640 209,550 209,550 $251,460 $251,460 

8 46,630 46,630 93,260 93,260 139,890 139,890 186,520 186,520 233,150 233,150 $279,780 $279,780 

각각의 추가 인원에 

대한 추가 금액: 

4,720           $28,320 

 
출처: 2022년도 빈곤 수준에 대한 연방 등록 통지(2022년 1월 21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