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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Health 

재정 지원 수혜 자격 

섹션 PFS 이전 정책 번호 PFS-D151 정책 번호 PFS-03 

기안 날짜 2004년 6월 시행일 2019년 3월 다음 검토 2020년 3월

 이 표시는 변경을 뜻합니다 

정책 강령 Metro Health Corporation 및 Metro Health Hospital(통칭하여 “Metro”)은 비영리 면세 

기관으로 Metro의 일차 및 이차 진료 서비스 지역 거주자들에게 재정 상태와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응급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재정 지원 정책의 목적은 재정 상태와 지불 

능력에 상응하는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을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책은 Metro Health Corporation및Metro Health Hospital의 모든 분원에 적용됩니다. 

핵심어 수혜 자격, 빈곤선 지침, 구호 진료, 환자 부담 

범위 환자 등록, 도착 전 서비스, 미시간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환자 재정 

서비스, 고객 서비스, 전문 청구. (Metro Health Corporation및Metro Health Hospital의 모든 

분원에 적용) 

일반 원칙 Metro는 자선적 사명을 증진하기 위하여 (i) 누구든지 응급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해당 진료를 제공하고 (ii) 미시간 주의 영주권자(및 사례별 그 외 

거주자)로서 이 정책에 명시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환자의 진료비 지불 능력과 

무관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재정 지원(진료)을 (무료로 또는 할인 

요율로) 제공하는 것이 Metro의 정책입니다: (i) 이용 가능한 건강 보험이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없다. (ii) 환자에게 정부 지원(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다. (iii) 환자가 Metro에 협조하여 재정적 필요 입증에 요구되는 정보나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는 기타 사실과 상황을 기꺼이 제공한다. (iv) Metro가 (가족 

소득 기준 또는 추정적 유자격 입증 기준에 따른) 환자의 지불 능력 및 의료비 

규모를 토대로 재정 지원이 적합하다고 행정 결정을 내린다. 

Metro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는 이 정책의 최종 적용 권한과 모든 재정 지원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Metro는 환자에게 재정 지원 수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재정 지원 지침(부록A로 첨부됨)을 활용하여 그 환자에게 제공할 재정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지침은 최신판 연방 빈곤선 지침과 연계된 가족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상응하는 할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연방 

빈곤선 지침의 연간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상응하는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응급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혜택 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Metro가 부과하는 ‘일반 청구액’(AGB)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재정 

지원 대상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Metro는 이 재정 지원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항상 다음을 보장합니다: (i) 

Metro의 사명 반영 (ii) 재정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절차 설명 (iii) 무보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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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달리 자격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이 있는 모든 해당 주법과 

연방법, 규칙 및 규정 준수 

차별 금지 A. Metro는 응급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요하는 모든 미시간

거주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또한 이

정책에 따른 환자의 재정 지원 수혜 자격 여부 및 정도와 관계없이 입원 및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 Metro는 응급실 환자에게 치료 전 비용을 먼저 내게 하거나, 응급실 또는

차별 금지 차원의 응급 진료 제공을 방해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채권 추심 활동을 허용하는 행위와 같이 환자의 응급 의료를

저지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 수혜 

자격 

A. 재정적 유자격자인 환자나 의료상 극빈자인 환자(두 경우 모두 부록 B로

첨부된 재정 지원 신청서상의 정보를 토대로 판정) 또는 추정적 유자격자로

판정된 환자에게는 응급 서비스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기타 사례별 상황에 따라 Metro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가 (또는 직책과 관계없이 그 외 재무 담당 고위 임원이) 재정

지원 제공을 재량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B. 재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Metro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목적상, 이 정책은 Metro가 직접 고용한

의사와 그 외 의료 제공자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및 Metro에서 진료하되

Metro에서 응급 및/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제공에 참여하고 있고 이

정책의 적용에 동의한 그 외 모든 의사 및 의료 제공자가 제공하는 기타

전문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예외가 되는 제공자는

https://metrohealth.net/about-metro-health/billing-payment-options/financial-assistance/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C. 가능한 경우, 입원 또는 서비스 제공 전, Metro 담당자가 환자, 보증인 및/또는

그 외 법적 대리인과 면담합니다. 입원 또는 서비스 제공 전 면담이

불가능하면, 입원 즉시 또는 입원 후 가능한 한 빨리 면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급 입원의 경우, 필요한 진료가 제공된 후에야 비로소 비용 납부

대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D. 환자와 최초 면담 시, Metro 담당자는 일상적인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기존의

모든 제삼자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환자에게 제삼자 보험이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없는 경우, Metro 담당자는 환자에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주 및 연방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다른 재정

공급원으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Metro 담당자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급 프로그램이 있다면 등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환자는 이 정책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재정 지원 신청이 거부되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전에 거부된 적이 있으면,

재정 지원을 고려합니다.

E. 보험이 없거나 기타 제삼자 지급 방법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

할인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환자가 나중에 소득 기준 지침에 따라 재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본인 부담 할인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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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대신 아래에 설명된 재정 지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 할인은 

필요 시 조정되어 본인 부담 환자에게 Metro의 “일반 청구액”(AGB)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부과되지 않게 합니다. 

F. 제삼자 보험 혜택(민영 보험 또는 정부 프로그램 부담 포함)이 없거나

있어도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etro 담당자는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는 이 정책에

부록 B로 첨부된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Metro

담당자에게 받거나 https://metrohealth.net/about-metro-health/billing-payment-

options/financial-assistance/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되고 아니면 환자의 보증인 및/또는 그 외 법적 대리인 또는

Metro 담당자가 직접 면담이나 전화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관련 정보를

토대로 또는 신뢰할 만한 서면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재정 지원

수혜 자격 결정 절차의 일부로 요구되는 필요 정보나 자료 수집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훈련된 Metro 담당자에게 (616) 252-7110 또는 1-800-968-0051로

연락하실 것을 권합니다. Metro 담당자는 환자의 재정 상황 평가, Metro 요구

정보 수집, 비슷한 관련 업무 등을 돕기도 합니다.

G.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서명한 신청서를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든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Metro Health Hospital 로비 또는 환자 등록 데스크에 있는 재정

상담원이나 출납원에게 직접 전달

• Metro Health Hospital에 다음 주소로 우송: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PO

Box 913 Wyoming, MI 49509-0913

• 이메일로 CustomerService@metrogr.org로 송부

재정 지원 신청서는 Metro가 해당 진료에 대하여 퇴원 후 최초 청구서를 

환자에게 발급한 날로부터 240일 내 어느 시점에든 접수되면 심사합니다. 

H. 재정 지원 수혜 자격은 환자가 부록 B에 명시된 정보를 재정 지원 신청서에

빠짐없고 정확하게 제공하는가와 재정 지원 신청 절차 내내 제때

협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의 재정 지원 수혜 자격 결정과 관련하여

Metro는 환자가 수혜 자격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추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여도 부록 B에 명시된 정보 외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Metro가

환자에게 연락하여 빠진 정보를 요청하면 환자는 30일 안에 응하여야

합니다. 3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서 처리는 중단되며, 환자는 Metro가

해당 진료에 대하여 퇴원 후 최초 청구서를 환자에게 발급한 날로부터

240일 내 어느 시점에든 필요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서 처리가 재개되게

하면 됩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I. 작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Metro 담당자는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추정적 유자격자로 판정되는 환자는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재정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J. 무보험에 재정 지원 수혜 자격도 없는 환자는 Metro에 연락하여 납부 계획

이용 가능성을 비롯한 납부 방안을 상의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Metro

진료비 분할 납부 프로그램(Care Payment Program)을 통해 처리됩니다. Metro

mailto:CustomerService@metrog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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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해당 환자에게 다른 Metro 정책으로 이용 가능한 기타 할인을 

알려줍니다. 

재정 지원 관련 

결정 및 통지 

A. 재정적 유자격자로 재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환자의 경우, 가족 소득이

현행 연방 빈곤선 지침의 175% 이하이면 부록 A에 명시된 대로 청구 요금

중 환자 부담분에 100% 감축(즉, 전액 면제)을 받게 됩니다. 가족 소득이

현행 연방 빈곤선 지침의 176%~250%에 속하는 환자는 부록 A에 표시된 대로

청구 요금 중 환자 부담분에 대하여 소득 비례 할인을 받습니다. 의료상

극빈자로 판정되는 환자의 경우, Metro 담당자가 해당 할인율을 결정합니다.

환자 계정 매니저와 최고 재무 책임자(CFO)가 사례별로 심사하기도 합니다.

재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추정적 유자격 환자는 요금이 100% 감축(전액

면제)됩니다.

B. 부록 A의 해당 할인율은 환자에게 달리 청구할 수 없는 한 총요금에

적용됩니다. 이 같은 할인율은 해당 연방 법을 준수할 의도로 정해진

것이며, 이 법의 규정상 Metro는 제삼자 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Metro가

부과하는 “일반 청구액”(AGB)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재정 지원 대상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AGB는 이전 12개월의 측정 기간에

메디케어와 민간 지급자가 부담할 수 있었던 금액을 고려하여 해당 재무부

규정(Treasury Regulations)에 명시된 과거 기록 이용 방식(look-back method)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부록 A에 명시된 할인율은 위와 같이 연방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또한 최소한 연 1회) 조정되며, 조정된

할인율은 이 정책의 부록 A를 수정한 다음 Metro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시행됩니다. Metro는 조정 AGB 계산과 관련한

12개월의 측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120일 안에 조정 할인율 적용을

시작합니다. 또한, 현행 연방 빈곤선 지침의 250% 미만인 무보험 환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미시간 주의 미시간 보건부 요건이 허용하는 메디케어의

115% 이내로 제한됩니다.

C. Metro는 작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 접수 후 60일 안에 재정적 자격 기준이나

의료상 빈곤 기준에 따라 환자의 재정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 및 제공될 할인 금액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CFO)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Metro는 추정적 유자격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환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에게

재정 지원 수혜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Metro는 결정 내용과 거부

근거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D.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정 지원 자격 결정은 결정 대상이 된

서비스의 최초 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재정 지원 대상이었고 재정 상황과 가족 수, 보험 혜택에

변화가 없었던 환자는 추가 응급 진료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하여

재정 지원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 대상이었으나 재정 상황 및/또는 보험

상태에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자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변화를

겪는 환자는 그러한 변화를 30일 안에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Metro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Metro가 재정

지원 신청서상의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수정된 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계속 자격 여부를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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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추심 

절차에 미치는 

영향 

A. 무료가 아닌 할인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환자는 미납 잔액 고지서를

받습니다. 환자는 Metro 담당자를 만나 납부 조건을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Metro 진료비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됩니다. 미납 잔액은 본인 부담 잔액과 관련한 환자 계정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B. 환자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미납 잔액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해당하는 경우, 합의한 납부 계획의 조건 포함), Metro는 Metro 청구 추심

정책에 명시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사본은

https://metrohealth.net/about-metro-health/billing-payment-options/financial-assistance/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Metro는 청구 추심 정책에 따라 이 재정 지원 정책에 의한

환자의 재정 지원 수혜 자격 결정에 대한 타당한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야

비로소 (청구 추심 정책에 정의된) 비상 추심 조치에 착수합니다.

간행물 A. 재정 지원 정책의 존재와 조건을 Metro의 일차 및 이자 진료 서비스 지역

거주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Metro의 정책입니다.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Metro는 이 정책에 부록 C로 첨부된 쉬운 요약문을 이용하고 널리

배부합니다. 이 쉬운 요약문은 (i) 환자 등록 자료와 입원 환자 안내서에

수록되며, (ii) 접수 또는 퇴원 절차의 일부로 각 환자에게 제공되고, (iii) Metro

웹사이트에 이 정책 및 재정 지원 신청서와 함께 눈에 잘 띄고 쉽게 보이는

위치에 게재됩니다. 쉬운 요약문은 영어 및 Metro의 일차 및 이차 진료

서비스 지역 내 (i) 1,000명 또는 (ii) 5% 이하 중 더 적은 쪽의 인구가

사용하는 주된 언어인 다른 언어로 제공됩니다.

B. Metro는 환자 입원 및 등록 장소와 응급실에 재정 지원 이용 가능성과 신청

절차를 소개하는 안내 정보를 눈에 잘 띄게 게시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병원이 유자격 환자에게 

제공하는 조건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etro 사무소에 (616-252-7110)이나 1-800-968-0051로 문의하십시오. 이

안내문은 영어 및 Metro의 일차 및 이차 진료 서비스 지역 내 (i) 1,000명

또는 (ii) 5% 이하 중 더 적은 쪽의 인구가 사용하는 주된 언어인 다른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안내문은 Metro 클리닉과 Metro 시설 전체의 기타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됩니다.

C. Metro는 환자에게 보내는 청구서마다 재정 지원 이용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게 수록하고 이와 함께 (i) 이 정책과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 문의 전화번호 (ii) 이 정책과 재정 지원 신청서, 쉬운 요약문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합니다. 청구 추심 정책에 규정된 대로, Metro는

(청구 추심 정책에 정의된) 비상 추심 조치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1회의 청구서에 부록 C에 명시된 이 재정 지원 정책의 쉬운 요약문을 해당

비상 추심 조치가 착수되기 최소한 30일 전에 수록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기록 관리 

및 보고 

A. 최고 재무 책임자(CFO)는 Metro의 연간 운영 예산에 무료 진료와 할인

요금이 모두 포함된 타당한 재정 지원 비용을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예산

금액은 재정 지원 제공을 중단하는 구실이 아니라 자원 할당 계획에 도움이

되는 지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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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tro는 작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증거 서류)를 고객 서비스

사무소 기록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 기록에는 해당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와 함께 재고 요청 처리 관련 정보도 반영됩니다.

C. Metro가 이 정책에 따라 제공하는 재정 지원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매년

산정되고 보고됩니다. 문맥상 달리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Metro는

Metro의 메디케어 비용 보고서를 출처로 (서비스에 대한 실제 요금이 아닌)

총비용 대 요금 비율을 기준으로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이 정책에 의해 수혜 자격이 있는 환자들에게 제공한 재정 지원 내용을

보고합니다.

비밀 유지 Metro는 재정 지원 필요가 환자에게 민감하고 매우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밀과 개인의 존엄성은 이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지될 것입니다. 환자의 재정 지원 

신청서에서 입수한 정보는 환자가 승인하거나 법으로 달리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직원 정보/훈련 A. Metro는 각지 고객 서비스 사무소, 재정 상담과, 환자 등록/확인과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이 재정 지원 정책을 숙지하고, 이 정책과 쉬운 요약문

및 재정 지원 신청서를 볼 수 있게 하며, 질문을 받으면 해당 Metro 사무소나

담당자에게 연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B. Metro는 대중을 상대하고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실무진이 이 재정 지원

정책과 절차에 관한 기본 정보에 대하여 적절히 훈련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해당 Metro 사무소나 담당자에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어 정의 자산(Assets):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품목으로, 특히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현금, 증권, 미수금, 재고, 장비, 주택(주거 

주택 이외의), 자동차, 기타 재산. 이 같은 목적상, 주거 주택(primary 

residence)이나 미시간 주 법의 판단 대상이 아닌 기타 재산 또는 연금 

플랜이나 은퇴 적금 플랜에 들어 있는 금액은 (그런 플랜에서 나오는 

분배금과 지급금이 이 정책의 목적상 가족 소득에 속할 수 있다 하여도) 

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손 상각비(Bad Debt Expense): 회수 불능 미수금(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시도가 있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의 납부 불이행에서 비롯한 계약상 

조정은 제외: (i) 환자의 진료가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ii) 환자가 

할인 진료의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이 정책에 따라 

할인받은 후 잔액을 내지 못한 경우. 

가족(Family): 환자와 배우자(법적 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국세청(IRS) 규정에 

따른 법적 부양가족. 

가족 소득(Family Income): 한 가족이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세금 

전 연간 소득과 현금 급여로,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제외. 가족 소득은 

총임금, 급료, 배당금, 이자, 사회 보장 급여, 산재 보상금, 참전 용사 급여, 

훈련 급여, 군 봉급 자동 이체금, 해당 가구에 살지 않는 가족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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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자녀 양육비 이외), 정부 연금, 민간 연금, 보험금, 연금 지급액, 임대 

소득, 로열티 소득, 부동산 소득, 신탁 소득, 기타 형태의 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재정 지원(Financial Assistance): 환자가 이 정책에 용어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 재정적 유자격자, 추정적 유자격자 또는 의료상 극빈자인 경우, 응급 

진료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의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 할인하여 주는 

것. 정부 프로그램의 대손금이나 계약상 적자는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나 

보험 코페이먼트, 본인 부담금 또는 둘 다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정적 유자격자(Financially Eligible): 본 정책 부록 A에 명시된 대로, 재정 

지원 신청서에 환자가 제공하는 사실 정보를 토대로 입증되는 가족 소득이 

연방 빈곤선 지침의 250% 이하인 환자. 

의료상 극빈자(Medically Indigent): 제삼자 지급자가 지급한 후의 의료비나 

병원비가 연간 가족 소득의 25%를 초과하고 나머지 요금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환자.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의료비를 내려면 

생계에 꼭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여야 하거나 가족의 생계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환자는 의료상 극빈자로 분류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Medically Necessary): 메디케어 혜택이 있는 입원 또는 

외래 병원 서비스(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약품이나 용품 포함). 다음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 비의료 서비스(사회 복지 

및 직업 서비스 등) 또는 (ii) 선택적 성형 수술(이 같은 목적상, 상해, 질병 

또는 선천성 결함이나 기형에서 기인한 외모 변형을 교정하는 성형 수술 

절차는 “선택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 할인(Self-Pay Discount): 보험 혜택이 없거나 그 외 제삼자 지급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부여하는 40% 할인. 본인 부담 할인은 이 정책에 

상술되어 있고 부록 A에 명시된 소득 기준에 따라 할인 유자격 환자에게 

적용되는 요율 대신 제공됩니다. 

추정적 유자격자(Presumptively Eligible):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 노숙자

• 유산 없는 사망자

• 대리인이 없는 정신적 무능력자

• 메디케이드 유자격자이나 서비스 당일에는 무자격이거나

비보험 서비스를 받은 자

• 저소득자용 정부 프로그램에 하나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연방 빈곤선 지침의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교도소 수감자

Metro에서 훈련받은 Metro 담당자들은 위 기준을 환자들과 정례적으로 

검토한 다음 재정 지원 신청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Metro는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자동화 시스템도 활용하여 추정 수혜 자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위 추정 수혜 자격 기준 중 어느 것이든 해당하는 환자는 100% 

할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정 지원 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지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추정적 유자격자로 보여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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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로 알려져 있거나 보훈부(Veteran Affairs)와 제휴한 제공자의 추천을 받은 

환자는 진료일 현재 의료상 극빈자임을 명시한 군무 보훈부(Department of 

Military and Veterans Affairs)의 편지가 있어야 이 정책에 따른 재정 지원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승인 위원회 Metro Health Corporation 이사회 위원회  2/19/2019 날짜

부록  부록A = 재정 지원 지침



가족 구성원 수 1 가족 구성원 수 2 가족 구성원 수 3 가족 구성원 수 4 

100% $12,490.00 $21,857.50 $16,910.00 $29,592.50 $21,330.00 $37,327.50 $25,750.00 $45,062.50 

95% $12,490.00 $21,982.40 $22,482.00 $16,910.00 $29,761.60 $30,438.00 $21,330.00 $37,540.80 $38,394.00 $25,750.00 $45,320.00 $46,350.00 

90% $12,490.00 $23,231.40 $23,731.00 $16,910.00 $31,452.60 $32,129.00 $21,330.00 $39,673.80 $40,527.00 $25,750.00 $47,895.00 $48,925.00 

85% $12,490.00 $24,480.40 $24,980.00 $16,910.00 $33,143.60 $33,820.00 $21,330.00 $41,806.80 $42,660.00 $25,750.00 $50,470.00 $51,500.00 

80% $12,490.00 $25,729.40 $26,229.00 $16,910.00 $34,834.60 $35,511.00 $21,330.00 $43,939.80 $44,793.00 $25,750.00 $53,045.00 $54,075.00 

75% $12,490.00 $26,978.40 $27,478.00 $16,910.00 $36,525.60 $37,202.00 $21,330.00 $46,072.80 $46,926.00 $25,750.00 $55,620.00 $56,650.00 

70% $12,490.00 $28,227.40 $28,727.00 $16,910.00 $38,216.60 $38,893.00 $21,330.00 $48,205.80 $49,059.00 $25,750.00 $58,195.00 $59,225.00 

65% $12,490.00 $29,476.40 $29,976.00 $16,910.00 $39,907.60 $40,584.00 $21,330.00 $50,338.80 $51,192.00 $25,750.00 $60,770.00 $61,800.00 

60% $12,490.00 $30,725.40 $31,225.00 $16,910.00 $41,598.60 $42,275.00 $21,330.00 $52,471.80 $53,325.00 $25,750.00 $63,345.00 $64,375.00 

가족 구성원 수 5 가족 구성원 수 6 가족 구성원 수 7 가족 구성원 수 8 

100% $30,170.00 $52,797.50 $34,590.00 $60,532.50 $39,010.00 $68,267.50 $43,430.00 $76,002.50 

95% $30,170.00 $53,099.20 $54,306.00 $34,590.00 $60,878.40 $62,262.00 $39,010.00 $68,657.60 $70,218.00 $43,430.00 $76,436.80 $78,174.00 

90% $30,170.00 $56,116.20 $57,323.00 $34,590.00 $64,337.40 $65,721.00 $39,010.00 $72,558.60 $74,119.00 $43,430.00 $80,779.80 $82,517.00 

85% $30,170.00 $59,133.20 $60,340.00 $34,590.00 $67,796.40 $69,180.00 $39,010.00 $76,459.60 $78,020.00 $43,430.00 $85,122.80 $86,860.00 

80% $30,170.00 $62,150.20 $63,357.00 $34,590.00 $71,255.40 $72,639.00 $39,010.00 $80,360.60 $81,921.00 $43,430.00 $89,465.80 $91,203.00 

75% $30,170.00 $65,167.20 $66,374.00 $34,590.00 $74,714.40 $76,098.00 $39,010.00 $84,261.60 $85,822.00 $43,430.00 $93,808.80 $95,546.00 

70% $30,170.00 $68,184.20 $69,391.00 $34,590.00 $78,173.40 $79,557.00 $39,010.00 $88,162.60 $89,723.00 $43,430.00 $98,151.80 $99,889.00 

65% $30,170.00 $71,201.20 $72,408.00 $34,590.00 $81,632.40 $83,016.00 $39,010.00 $92,063.60 $93,624.00 $43,430.00 $102,494.80 $104,232.00 

60% $30,170.00 $74,218.20 $75,425.00 $34,590.00 $85,091.40 $86,475.00 $39,010.00 $95,964.60 $97,525.00 $43,430.00 $106,837.80 $108,575.00 

* 8인 초과 가구는 추가 1인당 �  $4,420씩 추가됩니다.

** 위 할인율은 해당 연방 법을 준수할 의도로 정해진 것이며, 이 법의 규정상 Metro는 해당 
진료비 부담 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Metro가 부과하는 일반 청구액(AGB)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재정 지원 대상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Metro는 메디케어와 민간 지급자가 전에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여 해당 재무부 규정에 명시된 과거 기록 이용 방식으로 자체 AGB를 
산정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기간
AGB 

Metro는 AGB를 정기적으로 (또한 최소한 연 1회) 재계산하며, 계산 결과를 토대로 상기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할인율이 조정되면 이 부록 A를 수정하고 Metro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가 서명한 
다음 날짜를 기재하여 시행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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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A

�  2019 재정 지원 지침

�  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