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SCL Health System(SCL Health)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SCL Health 는 온정이 넘치고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저소득 계층과 소외된 계층을 지원한다는 사명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CL Health 는 지불 능력, 재정 지원 또는 정부 보조금 자격 여부와 상관 없이 공평하게 긴급 의료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재정 지원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SCL Health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재정 지원은
SCL Health 서비스 지역 밖에 거주하지만 프로그램의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긴급한 상황 또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됩니다.
SCL Health 는 최신 연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을 참고하여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정 지원 자격을 갖춘 환자는 본 정책에 따라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medical hardship) 조항에서는 소득이 재정 지원 자격 상한을 넘고 진료비가 가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상한 비율을
초과하는 환자에게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재정 지원 정책은 연방, 주, 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재정 지원은 환자가 이러한 재정 지원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
방식을 신청할 때 SCL Health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확대되었습니다. 환자들도 각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합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 보험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개인의 건강과 자산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나 Medicaid 의 보장 범위가 연방 및
주 Health Exchanges 를 통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Medicaid 또는 보험 커버리지의
유효성을 결정할 때 SCL Health 에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서면 정책에는다음이 포함됩니다.

•

재정 지원 자격 기준(전부 또는 일부 할인된 의료 서비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 자격을 갖춘 환자의 진료비를 계산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환자의 재정 지원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

SCL Health 의료 기관에서 관리하는 커뮤니티에서 정책을 널리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SCL Health 가 재정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또는 다른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한도액은 Medicare 에서 일반적으로 승인한 평균 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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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범위:
본 정책은 SCL Health 에서 근무하거나 SCL Health 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모든
SCL Health 병원에 적용되며 아래 병원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Good Samaritan Medical Center – Lafayette, CO

•
•
•

Lutheran Medical Center – Wheat Ridge, CO

•
•
•
•
•

St. Vincent Healthcare – Billings, MT

Saint Joseph Hospital – Denver, CO
St. Mary’s Medical Center – Grand Junction, CO
Holy Rosary Healthcare – Miles City, MT
St. James Healthcare – Butte, MT
St. Francis Health Center – Topeka, KS
SCL Health Employed Providers

SCL Health 이사회는 리소스를 잘 관리하고, SCL Health 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재정 지원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의:
정의:
본 정책에는 다음과 같이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할인된 의료 서비스
서비스—연간 가계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200% 이상~400% 이하인 환자에게 할인된 수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 지원. 이 경우 환자는 기본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SCL Heath 에 의해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할인을 적용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재정 지원 환자 부담금

매트릭스 - 첨부 B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격 심사 기간—재정 지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SCL Health 는 최근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세 환급 및 기타 정보를
참고하여 이전 3 개월 및/또는 이전 과세 연도의 연간 가계 수입을 조사합니다. 소득 증빙은 현재의 소득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가계 수입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자격 요건 기간—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환자들은 12 개월 동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재정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자격을 갖춘비용에도 적용됩니다.

긴급 의료 상황 — 사회 보장법(42 U.S.C. 1395dd) 1867 절의 의미 내에서 정의된 것처럼 SCL Health 는 SCL Health 서비스
지역 밖에 있더라도 환자가 긴급, 위급 또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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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미국 통계청에서 정의한 대로 출생, 결혼 또는 입양으로 관련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2 인 이상의 그룹.

환자가 소득세 환급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국세청 규정에 의거 해당 환자는 자격을 심사할 때 피부양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SCL Health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자격을 심사할 때 가계의 모든 리소스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가계 수입: 가계 수입은 연방 빈곤 지침에 따라 자격을 심사할 때 미국 통계청의 정의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 실업 수당, 산재 보험, 사회 보장, 생활 보조금, 생활 보호, 퇴역 군인 지원금, 유족 급여, 장애 수당, 연금 또는

•

퇴직금,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부동산 또는 신탁 소득, 교육 수당, 위자료, 자녀 양육비, 가계 외 재정 지원,
기타 수입원이 포함됩니다.
비금전적 혜택(예: Medicare, Medicaid,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혜택, 난방 지원, 학교 급식, 주택 지원,
비영리 단체의 학자금 지원, 가정 위탁 보육비, 재난 구호 지원)은 재정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자본 손익

•

세전을 기준으로 결정

가계 수입에는 모든 성인 가족 구성원들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18 세 미만 환자의 경우 가계 수입에는 부모, 양부모,

미혼이나 동거 배우자,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연방 빈곤 지침 — 연방 빈곤 지침은 미국 연방 법전 42 장 9902 절 (2) 항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공보를 통해 매년
갱신됩니다. 현재 지침은 http://aspe.hhs.gov/POVERTY/을 참고하십시오. SCL Health 는 연방 빈곤 지침표를 매년 4 월
1 일에 갱신합니다.
재정 지원 — SCL Health 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지만 비용을 모두 지불할 능력이 없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전액 지원(
지원(무료)
무료) 의료 서비스 — SCL Health 의 진료비 전액 면제. 연간 가계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200%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는 전액 지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비용 — 매출 공제를 하기 전에 환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병원의 총 진료비.
보증인 — 환자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환자 이외의 개인.
건강 상의 문제 — 연간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 지침의 400%를 초과하지만 $200,000 는 초과하지 않으며 SCL Health 병원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의료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재정 부담이 연간 가계 수입의 20%를 초과하는 자격을 갖춘 환자에대해
차등적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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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필요 — Medicare 에서 명시한 대로 질병이나 부상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또는 물품.
추정적 지원 — 시장 정보를 통해 수집한 환자의 사회-경제적 정보를 기반으로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
합리적인 지불 방식 — SCL Health 와 환자간에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해 협의된 폭넓은 지불 방식. 지불 방식은

환자의 수입 및 자산, 진료 총액 및 이미 지불된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 — 진료비 부담을 지원해 줄 제 3 자 상업 보험, ERISA 플랜, Federal Health Care 프로그램

(Medicare, Medicaid, SCHIP, CHAMPUS 등), 산재 보험 또는 기타 제 3 자의 지원이 없는 개인.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 — 개인 또는 공공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SCL Health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

정책:
정책:
적격 서비스
본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적격 서비스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외상 및 긴급 의료 서비스. 비용 지급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환자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치료합니다.

2.
3.
4.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에 해로운 상황에서의 서비스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공된 비선택적 서비스
미리 예정되었고, SCL Health 의 판단에 따라 평가하고 승인한 기타 의료 서비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형 서비스 등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선택적 시술
2. SCL Health 를 통해 청구되지 않은 기타 의료 서비스(예: 개인 의사 서비스, 개인 간호, 구급차 이송 등).
환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지원을 문의하고 지불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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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지원 기준

재정 지원은 SCL Health 의 사명과 가치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증인에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재정 지원 자격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본 정책에 따라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자격을 결정할 때 SLCHS 는 인종, 성별, 나이, 성적취향, 종교, 사회적
지위나 이민자 신분 또는 환자의 계정 유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SCL Health 는 연방, 주, 지역 법률에 따라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은 재정 지원의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인종, 민족, 종교, 신념,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또는 이민자 신분, 성적취향 또는 보험
상태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재정 지원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SCL Health 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공공이나 개인 보험에 가입할 것도 권장합니다. COBRA 등(의료 혜택을 한정된 시간 동안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연방법) 해당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처에 지원할 때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SCL Health 에서
COBRA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환자가 Medicare 나 Medicaid 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환자나 환자
보증인은 SCL Health 에 월 COBRA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는 SCL Health COBRA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을 심사할 때 SCL Health 직원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보험 커버리지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Medicaid 등 의료 서비스 비용을 대신 납부할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비협조적인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은 재정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SCL Health 는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이 공공 및 사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연방 긴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EMTALA) 규정에 의거, 긴급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재정 지원이나 지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를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할 때는 연방 빈곤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자격은 가계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전액 지원(
지원(무료)
무료) 의료 서비스:
서비스: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환자나 환자 보증인에게 제공됩니다.
1.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로서, 다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 가계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2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 개인 보험 및 연방, 주, 지역 의료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제 3 자가 제공하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 등 모든 다른 지불
방법이 이미 사용된 경우.

할인된 의료 서비스:
서비스: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할인된 가격으로 환자나 환자 보증인에게 제공됩니다.
1.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로서, 다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 가계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200% 초과~40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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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보험 및 연방, 주, 지역 의료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제 3 자가 제공하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 등 모든 다른 지불
방법이 이미 사용된 경우.

할인된 수가는 재정 지원 환자 부담금 매트릭스 - 첨부 B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의 문제:
문제: 재정 지원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공되지만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할인된 금액으로 환자나 환자 보증인에게 제공됩니다.

1.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의 연간 가계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200% 초과~400% 미만인 경우.
2.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이 개인 보험 및 연방, 주, 지역 의료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제 3 자에가 제공하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 등 모든 다른 지불 방법이 이미 사용된 경우.

3. SCL Health 의 의료 서비스 비용에서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가 연간 가족 수입의 20%를 초과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와 환자의 보증인의 경우 SCL Health 진료비는 연간 가계 수입의 20%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수가 조정은 1 년 동안 본 조항에 해당되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무보험 할인:
할인: 재정 지원을 받을 요건이 안 되고 SCL Health 의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 줄 제 3 자가 없는 환자는 SCL Health
무보험 할인 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불 방식:
방식: 재정 지원 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SCL Health 와 환자 또는 환자의 보증인이 적절한
지불 방식을 협의합니다.

긴급 의료 서비스
서비스
SCL Health 의료 기관들은 환자나 혹은 환자가 불가능할 경우 그 대리인이긴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긴급 의료

서비스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CL Health 의료 기관들은 지불 방식, 보험 보장 여부, 환자의 시민권
또는 합법적 신분 여부를 조사하느라 진단이나 치료 행위를 지연하지 않습니다.

SCL Health 의료 기관들은 긴급 의료 서비스를 요하는 환자가 완치되거나 안정화되어 퇴원 후 스스로 돌볼 수 있거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원 치료는 지불 능력과 상관 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됩니다. SCL Health 의료 기관들은 환자의 보험이 취소되었거나 입원 중 비용 지불이 중단된

경우에도 안정화 되기 전인 긴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습니다.
SCL Health 병원이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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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총액계산 기준
응급 혹은 기타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해 보험에
가입된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반 수가(AGB)보다 더 많이 청구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들은 첨부 A 에 나와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의 재정 상담부서 혹은 결제 사무실에 연락하여 특정 시점에 유효한 일반 수가(AGB) 비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SCL Health 는 소급법을 사용하여 최소한 연간으로 AGB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 12 개월 기간 동안에 주요 지불 주체인 AGB
Medicare 와 모든 민간 건강 보험사에 의해 완납된 모든 청구액의 합을 그러한 청구와 관련된 총 요금의 합으로 나누어서
SCL Health 는 본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 자격을 갖춘 환자를 위한

계산합니다.

재정 지원 신청
재정 지원 자격 심사는 SCL Health 정책과 재정 지원 필요성 평가 및 재정 상담부서에 의한 재정 필요 평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게 재정 지원 정책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줍니다.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은 재정 지원을 신청할 때 가족 규모, 수입, 자산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여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SCHLS 는 먼저 Medicaid 와 다른 공공 및 개인 프로그램의 혜택을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에게 설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합니다. SCHLS 는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들이 자격이 되고 건강 의료 서비스를 획득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공 프로그램, 민간 프로그램, COBRA 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환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CL Health 의 외부 커버리지 및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쉽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지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및 문서:
문서: 모든 신청자들은 SCL Health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재정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아래 #3 참조).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급여 명세서 등의 수입 정보, 자영업 수입 증빙 문서, 가장 최근의 소득세 환급 및 은행잔고 증명서
2.

월간 지출 상세내역 (재정 지원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및/또는

3. SCL Health 정책과 재정 지원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자산 정보.
본 SCL Health 정책은 최소한 $10,000 의 현금과 투자, 주 거주지의 자산, 신청인의 집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구성원 당 한 대의 차량, IRA, 401k, 403b 등의 퇴직 연금 계좌, 오래 보유할 목적의 취소불능신탁 및/또는 연방 및 주에서

주관하는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됩니다.

이외의 모든 기타 자산은 진료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CL Health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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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CL Health 병원 위치 - 첨부 A
모든 SCL Health 병원 위치의
위치의 목록
재정 지원 신청은 즉시 처리되며, SCL Health 는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환자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SCL Health 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된 경우환자는 소득 또는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재정 지원 심사가 1 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정적 자격
SCL Health 는 모든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이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재정 상담 전문가가 각 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의 경우 SCL Health 는 재정 지원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정적 자격은 다음과 같은 개인의 생활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처방 프로그램
2. 노숙자 또는 노숙자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
3. 여성,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WIC)에 참가
4. 식료품 할인 구매권 자격자
5. 보조금을 받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자격자
6.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기타 주 또는 지역 지원 프로그램 자격자(예: Medicaid spend-down)
7. 저소득/보조금 주택을 합법적인 주소로 제공하는 경우
8. 환자가 알려진 부동산 없이 사망한 경우
SCL Health 신청에 협조적이지 않은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의 경우 다른 정보원을 통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SCHLS 는 비협조적인 환자의 재정적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돕기 위해 SCL Health 는 제 3 자를 통해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에는 의료 업계에서 인정하는 예측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 모델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적 및 재정적 능력 수치를 계산합니다. 모델의 규칙은 각 환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역대 SCL Health 재정 지원 승인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측 모델을 통해 SCL Health 는 환자가 기존의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재정 지원 자격을 받은 다른 환자와 유사한 경우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측 모델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SCL Health 은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의 문서 요건에 추정적 자격을 허락하거나 일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다. 환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측 모델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추정적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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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규칙에 따라 환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환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의 재정 지원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계정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추정적 자격을 부여합니다. 계정은 재정 지원 정책에 의거 다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계정에 부여된 할인은 수금 내역으로 보내지지 않고, SCL Health 의 악성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정적 심사는 SCL Health 가 체계적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일부가 재정 지원

신청 절차에 비협조적이더라도 환자와 환자의 보증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승인
재정 지원 결정은 승인된 정책에 따라, 그리고 재정 관리 및 사회적 책임이 입각하여 이루어집니다. 조정은 SCL Health
정책에 명시된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정 지원 자격 심사 소요시간
소요시간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재정 지원 심사는 환자가 안정을 취한 후 또는 수금 기간 중
어느 단계에서든 이루어집니다.

SCL Health 재정 지원 결정은 환자가 다른 공공 및 개인 프로그램에 수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든 노력을 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다른 경로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SCL Health 는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에게 심사 절차와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 알려주고 심사 기간 중에는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즉시 처리되며, SCL Health 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환자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격을 부여받으면 환자는 12 개월 동안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재정 지원은 재정 지원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재정 지원 신청은

이전에 받은 자격을 갖춘 서비스 비용에도 적용됩니다.
SCL Health 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된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은 소득 또는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재정 지원 심사가 1 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통지
SCL Health 는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SCL Health 및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공지는 병원 캠퍼스의 응급 병동, 긴급 의료 센터, 입원 및 등록
부서, 환자 재정 서비스 사무실, 그리고 SCL Health 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장소에 부착됩니다. 의료 기관의 공지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됩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표시와 기타 정보는 영어와 해당 의료 기관에서 매년 치료를 받는 환자의
최소 5%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됩니다.
SCL Health 는 위의 방법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보건 단체 및 기타 기관들에게도 재정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락처 등 재정 지원 정보는 환자 진료비 청구서에 나와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께 구두로 알려드립니다. 재정 지원 통지는 SCL Health 입원 조건 양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CL Health 는 환자들에게 SCL Health 청구서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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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담 전문가와의 예약은 환자나 환자의 보증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SCL Health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의료 기관 직원들에게도 알려줍니다. SCL Health 는 환자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환자 등록 및 입원, 재정 지원, 고객 서비스 센터, 청구 및 수금에서 근무하는 직원 포함)에게 재정 지원 및

수금 정책과 이행에 대해 교육을 시킵니다. 의사, 간호사, 재정 전문 상담사, 사회 복지사, 사례 관리자, 사제, 종교 후원자 등
SCL Health 직원이나 의료진은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신청은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환자, 환자의 보증인, 가족, 친한 친구나 지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SCL

Health 는 환자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요청한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청 및 분쟁 해결

환자는 본 재정 지원 정책의 신청에 이견이 있을 경우 SCL Health 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거부된 환자는
적격 심사를 제청(appeal)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나 제청은 의료 기관의 Leadership Charity Indigent Care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나 제청은
분쟁을 유발한 환자의 경험이나 재정 지원 자격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이나 제청을 접수할 SCL Health 병원은 SCL Health 병원 위치 - 첨부 A 를 참고하십시오.

기록 보관

SCL Health 는 정확한 관리와 모든 내외부 규정 준수를 위해 전액 할인(무료) 의료 서비스, 할인 의료 서비스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불문하고 모든 재정 지원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미납의 경우 조치사항
조치사항
SCL Health 는 SCL Health 이나 미수금 대행업체에서 수금을 위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무보험 환자에게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SCL Health 의 수금 정책은 진료비 청구 및 수금에 관한 연방 및 주 규정과 법률을
준수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한 문서는 수금을 하는 데 이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청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0 일 이내 또는 환자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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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노력을 우선 시행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비정상적인 추심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노력에는 환자가

진료비를 미납했으며 제 3 자 납부의 모든 재원을 확인하고 SCL Health 에 청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노력에는 환자가 의료 기관의 재정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신청을 하거나 합당한 지불
방식을 이용하기 전까지 무보험 환자(또는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의료
기관은 환자가 Medicaid 의 의료 보장이나 기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를 제공한 경우
비정상적인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 상황과 관련한 SCL Health 정책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납부를 요청하거나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는 추심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SCL Health 정책에 따라 환자에게 미납금을 통보하는 모든 고지서에는 재정 지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
기관 및/또는 의료 기관 직원은 비협조적인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연락하여 미납금을 알려주고 재정 지원 자격이나
합당한 지불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청구서와 수금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SCL Health 는 재정 지원 자격이 없이 없는 환자, 할인된 의료 서비스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할인을 받았지만 잔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환자 또는 지불 방식을 지정했지만 지불 방식에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SCL Health 추심 규정은 공정 채권 추심법 104-208, 110 Stat. 3009 를 준수합니다.

규제 요건

본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SCL Health 경영진과 병원은 본 정책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되는 모든 다른 연방, 주, 현지 법,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 조항

다음의 의료 기관은 본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Mount Saint Vincent

정책 승인

SCL Health 의 재정 지원 정책은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모든 정책 변경은 SCL Health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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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

없음

관련 정책:
정책:
•

없음

참고 문서:
문서:
•
•

SCL Health 병원 위치 - 첨부 A

재정 지원 환자 책임 매트릭스 - 첨부 B

모니터링:
모니터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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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

재정 지원 정책
SCL Health

재정 지원 요청, 문의사항, 분쟁 및 제청은 SCL Health Revenue Service Center 에 위치한 의료
기관 Leadership Charity Indigent Care Program 에 연락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SCL Health Revenue Service Center
Attention: Charity Indigent Care Program
500 Eldorado Blvd.
Broomfield, CO 80021
303-272-0967
855-821-0124
http://www.sclhealthsystem.org/customer-service/financial-assistance-and-charity/charity-policy/

수신자 부담전화

SCL Health System 병원:
병원
Good Samaritan Medical Center
200 Exempla Circle
Lafayette, CO 80026
Lutheran Medical Center
8300 W. 38th Avenue
Wheat Ridge, CO 80030

Aven

Saint Joseph Hospital
1375 East 19th
ue
Denver, CO 80218
St. Mary’s Medical Center
2635 N. 7th Street
Grand Junction, CO 81501
St. Vincent Healthcare
1233 N. 30th Street
Billings, MT 59101
Holy Rosary Healthcare
2600 Wilson Street
Miles City, MT 59301
St. James Healthcare
200 S. Clark Street
Butte, MT 59701
St. Francis Health
1700 W. 7th Street
Topeka, KS 6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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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Health 에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
CCL-Clinic-Duchesne
Cardiothoracic Surgeon
Clinic Endocrinology
Clinic Riverhill Clinic
Clinic TFP Mis Woods
Clinic Topeka Family
Clinic Valley Falls
ECL-CLH-Administration
ELH-Palliative Care
ER Physicians
ESS-Employee Health Services
EWP-Administration
FPC-Brewster Place
FPC-Lake Shawnee Clinic
Hospitalist
HRH-ER Physicians
HRH-Family Practice Int Med
HRH-Pediatrics
HRH-Surgical Services Clinic
HRH-Women's Health
LMCLP-Radiation Therapy
LMCLP-Spine Center
LMC-Oncology-Chemotherapy
Marian Clinic
MCT Dental Clinic
Mrlc Clr-Dental
Mrlc Clr-Dental Pediatrics
Mrlc Clr-Team 1
Mrlc Clr-Team 2
Neonatal Prof Services
Oncology-Chemotherapy
Pain Treatment Program
Pediatric Clinics
Physiatrists
Physicians Clinic 3
SCLP-Belmar Family Med
SCLP-Bluestone Trauma Surgery
SCLP-GSMC-Bluestone Surgery
SCLP-GSMC-Ex Thorton Med Ctr
SCLP-GSMC-Firestone Fam Prac
SCLP-GSMC-Int Med of Lafayette
SCLP-GSMC-Lafayette Family Prc
SCLP-GSMC-Larkridge Fam & Occ
SCLP-GSMC-Northwest Medical Ct
SCLP-GSMC-RMCVA EGSMC
SCLP-GSMC-RMCVA North
SCLP-GSMC-Zuni Family Medicine
SCLP-LMC-Clear Creek Fam Prac
SCLP-LMC-CV Surgeons
SCLP-LMC-Diabetes & Endocr Svc
SCLP-LMC-Family Practice Spec
SCLP-LMC-Green Mtn Med Ctr
SCLP-LMC-Hematology-On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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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P-LMC-Mtn States Urogynecol
SCLP-LMC-Orthopedic Surgery
SCLP-LMC-Plast Recon & Aesthet
SCLP-LMC-RMCVA ELMC
SCLP-LMC-RMCVA Union
SCLP-LMC-Union Family Medicine
SCLP-LMC-Wellmore Family Pract
SCLP-LMC-Wheat Ridge Occ Med
SCLP-Med Ser Flt Pool-Tele Mon
SCLP-SJ Diabetes & Endocrine
SCLP-SJD-Comprehen Breast Care
SCLP-SJD-Denver Medical Assoc
SCLP-SJD-Denver Sports Med
SCLP-SJD-Fam Med Stapleton Cln
SCLP-SJD-Front Range CTS
SCLP-SJD-Gynecologic Oncology
SCLP-SJD-Mtn States Urogynecol
SCLP-SJD-Oasis
SCLP-SJD-RMCVA ESJH
SCLP-SJD-Stapleton OB-GYN
SCLP-SJD-Structural Heart Clin
SCLP-SJD-Surgery
SCL-SJD-Essential Women's Care
SFPC-Female Pelvic Medicine
SFT Cardiology Consult- Topeka
SFT Clinic Occupational Med
SFT- Hunters Ridge
SFT Neurosurg Assoc
SFT Pain Mgmt Phy Clinic
SFT Topeka Neurology
SFT- Topeka Urology
SFT-Tallgrass General Surgery
SJB-Anesthesiology Physicians
SJB-Clinic Cardiology
SJB-Clinic-OB GYN
SJB-Clinic-Radiation Oncology
SJB-Clinic-Surgery
SJB-ER Physicians
SJB-ER Physicians
SJB-Medical Oncology Phys
SJB-SJPG Rocky Mountain Clinic
SJB-Urology
SJD-Administration
SJD-Family Practice Residency
SJD-Med Ed-Internal Medicine
SJD-Med Ed-Obstetrics
SJD-Med Ed-Surgery
SJD-Surg Oncology Physicians
SMG Neonatal Professional Ser
SMG-Clinic Endocrinology
SMG-Clinic Neurosurgeons
SMG-Clinic-Neurology
SMG-Clinics-Infectious Disease
SMG-Clinics-Lung & Sleep Ctr
SMG-Clinics-W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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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G-Family Practice Residency
SMG-Hospital Based Clinics-Br
SMG-Hospital Based Clinics-Ca
SMG-Hospital Based Clinics-Hi
SMG-Hospital Based Clinics-Ne
SMG-Hospital Based Clinics-Oc
SMG-Hospitalist
SMGJ-Clinical IS
SMG-Palliative Care
SMG-Radiation Therapy
SMG-Rehab Professional Serv
SMG-Rheumatology
St. Francis Womens Center
SVB Big Horn Basin Rad Onc Ctr
SVB IP Neurology
SVB-Broadwater
SVB-Broadwater Walk In Clinic
SVB-Cardiovascular Surgery
SVB-Clinic GI Lab
SVB-Dermatology & MOHS Surgery
SVB-FCC-OP Radiation Oncology
SVB-Hardin Medical Clinic
SVB-Heights Family Prac Clinic
SVB-ICU Intensivist
SVB-Internal Med-Diabet Clinic
SVB-Laurel Medical Center
SVB-Maternal-Fetal Medicine
SVB-Montana Heart
SVB-Mountain View MC Clinic
SVB-Neurosurgery
SVB-Seeded Physicians OB GYN
SVB-Sr Bruner Clinic
SVB-SVPN Respiratory
SVB-SVPN-Big Sky OB-GYN
SVB-SVPN-North Shiloh
SVB-SVPN-OP Neurology
SVB-SVPN-Seated Nephrologist
SVB-West Grand Fam Med Clinic
SVB-Wound Care Clinic
SVB-Yellowstone U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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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환자 책임 매트릭스
부록 B

연방 빈곤 지침

2019
가계규모

0%

에서

200%

201%

에서

250%

251%

에서

300%

301%

에서

350%

351%

에서

400%

1

$-

에서

$24,980

$24,981

에서

$31,225

$31,226

에서

$37,470

$37,471

에서

$43,715

$43,716

에서

$49,960

2

$-

에서

$33,820

$33,821

에서

$42,275

$42,276

에서

$50,730

$50,731

에서

$59,185

$59,186

에서

$67,640

3

$-

에서

$42,660

$42,661

에서

$53,325

$53,326

에서

$63,990

$63,991

에서

$74,655

$74,656

에서

$85,320

4

$-

에서

$51,500

$51,501

에서

$64,375

$64,376

에서

$77,250

$77,251

에서

$90,125

$90,126

에서

$103,000

5

$-

에서

$60,340

$60,341

에서

$75,425

$75,426

에서

$90,510

$90,511

에서

$105,595

$105,596

에서

$120,680

6

$-

에서

$69,180

$69,181

에서

$86,475

$86,476

에서

$103,770

$103,771

에서

$121,065

$121,066

에서

$138,360

7

$-

에서

$78,020

$78,021

에서

$97,525

$97,526

에서

$117,030

$117,031

에서

$136,535

$136,536

에서

$156,040

8

$-

에서

$86,860

$86,861

에서

$108,575

$108,576

에서

$130,290

$130,291

에서

$152,005

$152,006

에서

$173,720

* 각 추가된 사람에
대해

$4,420

$4,420

$4,420

$4,420

$4,420

입원환자/ 외래환자
할인

100%

95%

90%

80%

78%

*1 회 방문 당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의료 곤란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수준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수준인 환자에 대해 연간 소득의 20%를 넘지 않습니다
**유효일자 2019년 4월 1일

401% +

본인부담 할인

본인부담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