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지원 및 자선 치료 정책 
지역사회의 박애와 혁신적인 치유의 주체로서 복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하는 사명에 따라, 

Diley Ridge Medical Center은 치료를 요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를 위해, Diley Ridge 

Medical Center은 다양한 지원 및 지불 옵션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자선과 치료 할인, 단기 및 장기 
지불 계획 및 온라인 환자 포털 결제 기능을 포함합니다. 

보험 미가입 환자 

Diley Ridge Medical Center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모든 보험 미가입 환자들에게 
할인을 적용합니다. 비보험 할인 금액은 연방 저소득층 기준(Federal Poverty Level, FPL) 지침에 근
거합니다. 환자 청구서에는 할인 금액과 지불 대상 조정 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
요한 모든 서비스는 비보험 할인의 자격이 됩니다. Diley Ridge Medical Center은 거주 요건을 기
준으로 환자의 자격을 정합니다. 

보통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성형 시술, 보청기 및 안과 치료와 같은 서비스는 추가 할인 없이 패키지
율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모든 결제는 서비스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기 및 장기 결제 제도 

자신의 금전적 책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환자들은 단기 또는 장기 결제 제도의 자
격이 될 수 있습니다. Diley Ridge Medical Center의 단기 결제 제도는 무이자이며 환자의 결제 잔
액은 1년 이내에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더 긴 기간의 이자부 결제 제도는 1년 이내에 결제 잔액을 
지불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한 건강우선 금융서비스(HealthFirst Financial Service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자선 치료 정책 

소득이 연방 저소득층 기준(Federal Poverty Level) 지침의 200퍼센트 이하인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100퍼센트 할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성형과 같은 선택적인 서비스는 
저희의 자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연방 저소득층 기준(Federal Poverty Level) 지
침의 200퍼센트와 400퍼센트 사이에 해당하는 비보험 대상자는 Medicare 할인율과 동일한 부분적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는 Medicare 할인율 이상의 의료비
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금융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고 소득이 연방 저소득층 기준(Federal Poverty Level) 지침의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할인율에 대해 환자 기본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파국적인 비용에 직면하는 그런 환자들도 할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료 비용이 자기 연소득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파국적인 비용이 발생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 기본진료비와 본인부담금도 이 할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 제도 또는 Medicaid 자격과 같은 기타 자금조달 재원에 대
한 자격이 있거나 이런 자원을 신청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선 치료 할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신청하려면, 본 웹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Diley Ridge 
Medical Center 금융지원정책(Financial Assistance Policy)의 전체 버전은 본 웹 사이트 또는 
https://www.dileyridgemedicalcenter.com/patient-information/pricing-information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금융 서비스 

어떤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무 지원 신청서 작성을 환자와 같이 하는 재무 상담
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Medicaid와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 제도에 대한 적격성 조회가 포함됩니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금융 지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무 상
담사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상담사는 금융지원 정책, 신청서 및 쉬운 언어 요약본을 무료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료 사본은 MCHS Customer Service Dept, 6150 East Broad St. 
Columbus, OH 43213, PH# 800-346-1009로 서면 요청하실 경우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 정책, 신청서, 쉬운 언어 요약본은 다음 언어로 번역됩니다. 스페인어, 소말리어, 네팔어, 중국
어, 아랍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국어, 베트남어. 금융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어떤 환자에게도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인, Medicare의 비용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http://aspe.hhs.gov/poverty/13poverty.cfm
http://loyolamedicine.org/sites/default/files/financialassistancelumc04102014.pdf
http://www.mountcarmelhealth.com/financialassistance
http://www.mountcarmelhealth.com/financialassistance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2014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건강 보험을 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너무 작은 보험에 들거나 무보험자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비용 수준에서 건강보험 플랜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가족 
크기와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금융 지원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는 귀하가 치료를 받고 있는 시설의 재무 상담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온라인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즉 건강 보험 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곳에
서 본인의 예산 및 보장 수요에 맞춘 보험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거래 마켓플레이
스 자유 등록 기간은 2016년 1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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