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할인금액은 위에 기술된 소득 테스트를 기초로
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FPL)의 600% 이하이며 다른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지불할 금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이 진행되면 병원 재정 상담사가
귀하의 할인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병원이 귀하의 거주지,
소득 및 가족 규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할인을
받기 위한 귀하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또는 청구서를
메일로 받았을 때 예약하기 전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양식을 위의 목록에 있는 곳 중 한
곳으로 보내십시오.

할인 자격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청구서를
수령하면 어떻게 하나요?
할인에 대한 신청이 고려되는 동안 병원 청구서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신청이 거절된
경우, 병원은 서면으로 거절 이유를 설명하고
귀하에게 병원 내 상급 레벨로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이의제기 핫라인(1-800-804-5447)으로
연락하십시오.

환자들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서비스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적어도 이백사십(240) 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으로부터 신청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어도
이십(20) 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할인 자격 승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병원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30일 이내 귀하에게
승인 여부 및 할인 레벨에 관해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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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 Langone Hospitals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있는 개인에게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귀하가 자격 있는 경우 무료
또는 저비용 보험을 신청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의 재정
상담 사무실(Financial Counseling Office)에
문의하셔서 기밀이 보장되는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Manhattan Tisch and Langone
Orthopedic Hospital(LOH)
• Tisch: 550 1st Avenue, Room Tisch SK 1-33
• LOH: 301 East 17th Street, Room 203B
• 전화번호 1-866-486-9847
브루클린:
• 150 55th Street, Suite LB 2940
• 전화번호 1-718-630-6252

할인 자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강 보험이 없거나 건강 보험 혜택을 모두 사용한
제한된 소득을 가진 환자들이 재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모든 뉴욕주민 및 저희 병원 중 아무 곳에서나 응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한도는 무엇인가요?
귀하의 소득 및 가족 규모에 따라 할인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 혜택이
소진되었거나, 공제액, 자기부담금, 공동보험이
발생한 경우, 당사 웹사이트(www.nyulangone.org/
insurance-billing-financial-assistance) 또는 가장
최신의 NYS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을 참조하여 귀하의 소득 수준과 가계 규모에 따라
어떤 할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롱 아일랜드:
• 200 Old Country Road, Suite 440
• 전화번호 1-516-663-8373

소득 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된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서 납부
계획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불할 금액은
귀하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월별 총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병원 웹사이트(www.
nyulangone.org/insurance-billing-financialassistance)를 방문하십시오.

할인에 대해 설명해줄 사람이 있나요?
신청을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예, 기밀이 보장되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정 상담 사무실(Financial Counseling Office)
중 한 곳으로 문의하십시오.
맨해튼: 1-866-486-9847
브루클린: 1-718-630-6252
롱 아일랜드: 1-516-663-8373

재정 상담사가 귀하의 자격 여부를 말해줄 것이며
귀하가 Medicaid 또는 NY State of Health
마켓플레이스 플랜과 같은 무료 또는 저비용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재정 상담사가 저비용 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귀하가 할인을 신청할 수 있도와드릴
도와드릴 것입니다. 재정 상담사가 모든 양식
작성을 도울 것이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모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신청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재정 상담사가 신청서를 귀하에게 제공하거나 당사
웹사이트(www.nyulangone.org/insurancebilling-financial-assistance)에서 신청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 상담(Financial Counseling)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보장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이 보험은 성형 시술, 개인 진료로 NYU School
of Medicine이 고용한 의사, 마취과 의사, 방사선
전문의, 개인 간호사, 특수 이송 서비스 제공자,
홈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NYU Langone
Hospitals에서 귀하를 치료하지만 해당 병원이
고용하지 않았고 병원과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는
의사 및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
HMO/ 당 병원과 계약하지 않은 상업 보험 플랜에
등록된 환자를 위한 선택적 시술, 그리고 전화,
텔레비전 및 개인 룸 차등 요금과 같은 임의 요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