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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DHS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일부 보험에 들었거나,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없거나, 기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응급 상황 및 개인적인 재정 상황에 따른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HS 조직의 정책은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고 그러한 지원을 요청하는 환자를 위해 빈곤 또는 높은 의료 

비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 정책 조항의 목적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및 

신청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DHS 조직은 현지 신문에 재정 지원 이용이 가능함을 연간으로 게시하고, 적절한 신청 장소 및 청구 

사무소에 통지문을 게시합니다. 또한 사용 가능 통지문이 환자 청구서와 함께 환자에게 발송됩니다. 주요 

환자 활동 지역에 간판이 설치됩니다.  환자 청구 및 재정 지원 정보지가 퇴원 전에 제공되며, 요청 시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별 재정 환경이 검토되고 문서화된 경우 재정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현재 의료 

비용 및 채무(계정이 소송을 거쳤고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예외로, 악성 채권 상태인 모든 계정 포함), 

그리고 예정된 의료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채무가 채권회수 기관에 넘겨진 환자가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채무만 해당합니다. 

DHS는 환자의 지불 능력을 단독 재량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응급 서비스를 요청하는 모든 환자는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긴급 서비스의 경우 재정 청산 프로그램 신청서가 

후향적으로 작성되고, 수령되며 평가될 것이며, 이에 대한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격 
연민과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을 준수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불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 DHS 병원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가진 재정적 능력이 치료를 

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막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보장의 특정 배제는 다음 조건을 포함합니다. 

1. DHS 병원과 관계가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예: 내구성 의료 장비, 자택 의료서비스)

2. 환자의 보험 프로그램 또는 증권이 보험 회사(예: HMO, PPO 또는 근로자 보상)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보장을 거부하는 경우,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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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환자의 보험 회사가 거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 상황 및 프로그램 영향을 고려하여 케이스별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성형 또는 기타 비의료적 서비스로 인한 미지급 잔액

4. 환자 편의 용품

5. 환자 식사 및 숙박

6. 서비스 날짜와 관련된 의사 비용은 DHS 재정 지원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의사와 관련된 청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원하는 환자는 의사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환자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요청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HMO, PPO, 근로자 보상, Medicaid, 또는 기타 보험 프로그램을 통한 보험의 보장 조건이 보험 설계

제한/한계로 인해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3.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DHS와의 기존 지급 협정을 현재 유지하지 않는 경우.

5. DHS에 지불해야 하는 지난 채무에 대하여 적절한 협정을 맺지 못한 경우(이전 부채로 외부

채권회수기관에 위탁된 환자 포함).

6. 신청서를 재정 청산 프로그램에 제출하기 전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선별 과정에서 거절된 경우.

7. 진행 중인 법적 채무 청구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절한 경우

8. 선별적 비응급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여행자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닌 환자는 미지급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기간 이내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성 채권 서비스 업체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추정 재정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OBRA 보장 대상인 환자의 경우, COBRA 보험료를 지불할 환자의 능력이 

재정 자문가/코디네이터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고위 책임자에게 권고되어야 합니다. 의료 보험을 

가입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개인은 가입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및 전반적인 개인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매년 연방 관보에 공표된 연방 빈곤 지침에 정의된 소득의 200~5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새로운 지침은 출간 후 첫 달에 시행됩니다.  

추정 재정 지원 
환자는 또한 추정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자료에 재정 지원 양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소스를 통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증빙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환자의 자격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경우, DHS는 재정 지원 자격 및 가능한 치료 금액 경감의 근거를 위해 추정 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데 외부 

기관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추정 상황에 대한 특정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재정 지원은 잔금의 100% 탕감에 제한됩니다. 추정 재정 지원 자격은 환자의 특정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추정 자격은 다음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삶의 환경을 근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a. 활성 의료 지원 약품 보장

b. SLMB 보장

c. PAC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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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숙

e. 의료 지원 및 Medicaid 관리 치료 환자에 대한 응급실 치료는 이 프로그램의 보장 범위가 아닙니다

f. 의료 지원은 지출금을 감소시킵니다

g. 다른 주 또는 지방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h. 알려진 재산이 없이 사망한 환자

i. 기존의 주 유일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설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 환자

j. 미국 시민이 아닌 환자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 의료 지원 자격 환자에 대한 비대상 의료 지원 서비스

l. 미확인 환자(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원이 미상인 경우)

m. 연방 법원에 의해 결정된 법률적 파산

추정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 서비스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순수 선택 시술(예: 성형)은 프로그램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b. 긴급 청원에 따라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무보험 환자는 메릴랜드 Medicaid 정신(Maryland

Medicaid Psych) 프로그램에 청구하지 않는 한 추정 재정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절차 
1. 재정 지원 신청을 수령할 책임이 있는 지정된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재정 고문가, 환자의

재무적 채권 코디네이터, 고객 서비스 담당자 등입니다.

2. 서비스 일자 이전에 재정적 수속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가능한 경우, 지정 담당자가

지원에 대한 예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한 환자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상담합니다.

a. 담당자는 환자는 현재 보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 부담 환자를 위한 Medicaid

프로그램을 자격 확인을 완료합니다.

b. 자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3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에 예비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신청자는 가족 규모 및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절차를 완료하도록 돕기 위해 최종 자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 작업에 대해 설명하는

신청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c. 환자가 신청한 절차를 제3자 데이터 및 업무 진행 도구를 통해 추적하고, 작업하며 자격을

결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을 요청한 환자에게 최종 결정문이 발송됩니다. 자선 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요청, 의료 지원 신청 또는 둘 모두를 요청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자격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d. 환자가 신청한 후, 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요구 서류의 미비로 인해 케이스가 종료됨을 통지하는 거부서가 발송됩니다.  원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환자는 프로그램에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케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신청 절차는 퇴원 환자의 최초 청구서가 발송된 후 240일 이내에 개시됩니다.

e. 병원의 자선 치료 정책에 관한 개별 통지는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전 입원 또는 입원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DHS 시설에 대한 하나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환자는 작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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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연방 소득 환급금 사본(기혼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환급 사본 포함), 장애

소득의 증빙(해당하는 경우), 사회 보장 소득 증빙(해당하는 경우).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 보험

회사의 문서, 현재 재정 지원처의 문서 등 실업 상태 증빙 문서.

b. 최근 급여 명세서 사본(고용된 경우) 또는 기타 소득 증빙.

c. 의료 지원 결정 통지서(해당하는 경우).

d. 모기지론 또는 임대료 영수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또는 현재 생활/주거 상황에 대한 서면 문서.

누락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서가 환자에게 발송됩니다.  적절한 경우 필요 정보에 대한 구두 제출이 허용됩니다. 

4. 환자는 충분한 보험의 미비 또는 과도한 의료 비용에 대하여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재무 상담사가 신청서를 검토 및 분석하고, DHS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격의 최종 결정을 위해 환자 재무서비스국에 전달됩니다.

a. 재무 지원에 대한 환자의 신청이 완료되고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재무 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자격 레벨을 권고하고 2차 및 최종 승인을 위해 전달합니다.

i) 환자가 재정 지원 대상인 경우, 재정 코디네이터가 적합한 병원 기반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료진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ii) 환자가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재정 코디네이터는 의료진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할

것이며, 비응급/비긴급 병원 기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 환자에 대한 병원 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요청에 의해 재정

청산 실행 위원회가 비응급/비긴급 서비스를 다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재정 청산 위원회는 PFS 부이사, 수익 관리부 수석 이사, DHS 위험 관리자 및 CFO로

구성됩니다.

(3) CFO는 $50,000 이상의 자선 기부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5. 각 임상과는 재정 지정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특정한 선택 시술을 지정할 옵션이 있습니다.

6. 환자가 재정 지원 대상으로 허가되면, 재정 지원 보장은 결정된 달부터 유효하며, 최대 이전 3년간,

그리고 향후 최대 6개월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 자격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각 자격

기간은 케이스별로 결정됩니다.  추가 의료서비스가 허가 기간 이후 시행된 경우, 환자는 청산을 위해

프로그램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소득, 자산, 비용 또는 가족 상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이 재정 지원 프로그램 부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기에 정의된 모든 추가적인 추심 조치는

환자가 재정 지원의 승인을 획득하고, 모든 환자 부담금이 지불된 경우 종료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환자 채무에 대해 추가 추심 조치(ECA)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조치는 환자에 대한 최초 청구 후 120일 

이후에 취해지며, ECA 조치 개시 30일 이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 진행합니다.  재정 지원 

가능성이 환자에게 전달될 것이며 추정 자격 검토가 조치 이전에 수행될 것입니다. 

i)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잇습니다.

ii) 주요 거주지에 대한 유치권이 법원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주 거주지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지 않지만 재산이 다른 이에 의해 압류된 경우 담보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iii)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거나 판결/압류로 위탁된 종료 계정 잔액은 환자가 잔액 보고서와 

관련하여 병원에 연락할 경우 다시 개시됩니다.   병원이 잔액을 상각하기로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는 모든 채무 관련 지불을 통해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iv) 추가 추심 조치는 재정 청산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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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자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서비스 시행 일자 이전에 관련된 분담금, 공제금 또는 비율을

추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서비스 일자에 추심을 위한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8.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각 환자에게 최종 결정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9. 환자가 지불한 시기와 비교하여 환자가 지불할 수 없다고 판명될 경우 환불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존의 잔액에 대해 재무 지원 승인이 내려지면 환자가 지불한 채무 잔액을 환자에게 환불합니다.

결정된 환자 책임금이 $5.00 이상인 경우 재정 지원 자격 기간 중 제공된 치료에 대해 지불된 금액이

환불됩니다.

10. 다른 의료 서비스(예: 1차 또는 2차 보험 보장 또는 필수 서비스 제공자. 별도 취급 진료라고 불림)를

이용하는 환자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네트워크 헤택을 이용하고 소진해야 합니다.

재정적 고충 

DHS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보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판단 

받아야 합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은 재정적 고충으로 알려진 재정 지원에 대한 별도의 보충적 결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고충에 놓인 모든 환자는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책의 주요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시 의료적

재정 고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채무가 DHS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의료적 재정 고충을 유발하는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25%를 초과하고,

2) 지원 수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자가 주요 재정 지원 기준 및 재정 곤란 상황 지원 기준에 따라 의료 삭감 모두에 자격이 되는 경우, 

DHS는 12개월 동안 환자 가구의 연 소득 대비 25%를 초과하는 의료적 필수 치료비에 대해 의료비 경감 

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의료비 채무는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병원 비용 중 현금 지불 비용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재정 고충 지원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경우, 보장은 자격 취급 후 최초 서비스 일자가 속한 달에 

유효하며, 신청 평가 완료 날짜에서 12개월까지 지속됩니다.  각 환자는 병명/케이스 내용 등에 따라 자격 

대상 기간이 케이스별로 평가됩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승인된 경감 비용 및 유효 기간에 대해 

가구에 거주하는 환자 및 직계 가족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진료 또는 성형 시술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 또는 보증인이 등록 또는 입원 시 병원에 자격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승인된 

유효 기간의 종료 후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각 환자는 재고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해 승인을 획득한 환자는 소득, 자산, 경비, 또는 가족(가구) 상태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병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자격, 무자격 및 절차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재정 고충 지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항소 

• 재정 지원 신청이 거부된 환자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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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거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소는 제3자 데이터 및 업무 진행 도구 내에서 문서화됩니다.  이후 원래 신청을 거부한 담당자의

다음 상위 경영진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 첫 번째 항소를 통해 거부가 번복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추가 재고를 위해 다음 상위의 경영진으로

올리는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위 검토를 위한 직위 상승 단계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최고 재무 책임자까지 이루어집니다.

• 최종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각 환자에게 발송됩니다.

판단 

판결이 내려지거나 신용 보고 기관에 채무 상황이 전달된 후 환자가 재정 지원 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DHS는 결정을 무효화하며 부정적인 신용 정보를 지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탕감금 % 100% 100% 70% 60% 50% 25% 

가구 규모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1 $12,060 $24,120 $27,135 $30,150 $36,180 $60,300 

2 $16,240 $32,480 $36,540 $40,600 $48,720 $81,200 

3 $20,420 $40,840 $45,945 $51,050 $61,260 $102,100 

4 $24,600 $49,200 $55,350 $61,500 $73,800 $123,000 

5 $28,780 $57,560 $64,755 $71,950 $86,340 $143,900 

6 $32,960 $65,920 $74,160 $82,400 $98,880 $164,800 

7 $37,140 $74,280 $83,565 $92,850 $111,420 $185,700 

8 $41,320 $82,640 $92,970 $103,300 $123,960 $206,600 

8명 이상이 있는 가족/가구의 

경우 추가 인원당 $4,180를 

추가하십시오. 

2017년 빈곤 지침 이상인 

소득 % 100% 200% 225% 250% 3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