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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비용 청구 및 징수 정책 

본 정책은 다음의 장소에 적용됩니다. 

Spectrum Health Big Rapids Hospital, Spectrum Health Continuing Care (및 계열사), Spectrum Health 

Corporate, Spectrum Health Gerber Memorial, Spectrum Health Ludington Hospital, Spectrum Health 

Pennock, Spectrum Health Reed City Hospital, Spectrum Health GR Hospitals, Spectrum Health Medical 

Group, Spectrum Health United Hospital, Spectrum Health Kelsey Hospital, Spectrum Health Zeeland 

Community Hospital 

 

적용 범위 제한: 해당 없음 

 

참고 #: 13636 

버전 #: 3 

 

시행 일자: 02/17/2017 

 

적용 영역: 재무부, 수익 활동주기 

부서 영역: CBO 콜 센터, 법인 비용 청구 부서 (CBO), 재무부, 환자 

열람, 환자 재정 서비스 (PFS), 요금 후납 (PAB), 전문 비용 청구 부서 

(PBO) 

차별 금지 안내: Spectrum Health는 적용되는 연방 시민권 법률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Spectrum Health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거나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차별 금지 안내에 대한 전체 

내용과 언어 지원 이용 안내를 보시려면 첨부 문서 A 를 참조하세요. 

  
 

1. 목적 

1.1. Spectrum Health System 또는 모든 계열사 (“Spectrum Health”)에 환자 부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모든 환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 이를 위해서 Spectrum 

Health는 개인이 자사의 재정 지원 자격 정책 지원에 적합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 치료 비용을 받기 위해 개인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징수를 행하지 않습니다. 

 

2. 정의 

2.1. 환자 부담 비용: 환자 및/또는 보증인이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는 미납금. 이는 비급여 금액, 공동 

지불, 공제 금액, 공동 보험,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및 보험금 지불 후 환자에게 지불 책임이 있는 

미납급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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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자 – Spectrum Health System 또는 모든 계열사(“Spectrum Health”) 중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은 개인. 

 

2.3. 보증인 - Spectrum Health에서 환자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을 보증하는 개인. 

 

2.4. 특별 징수 조치 (“ECA”):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재산의 취득권 결정, 은행 잔고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몰수하는 것, 민사 소송 

제기, 환자의 임금 차압 또는 소비자 고발원 또는 신용 조사 기관에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하는 것. 

 

2.5. 체납: Spectrum Health나 위임된 제삼자가 징수하려는 전액 지불되지 않은 환자 부담 비용 또는 

Spectrum Health나 위임된 제삼자에 의해 내부 징수된 비용이 모두 소진된 후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환자 부담 비용. 

2.6. 제삼자 징수 대행사: 계약된 회사가 Spectrum Health을 대신하여 체납된 환자 부담 비용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사의 이름 하에 

수행됩니다. 

 
3. 책임 

3.1. 환자 부담 비용 청구 및 징수 정책은 정해진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지정된 Spectrum Health 

인사과에 의해 집행됩니다. 

 
4. 규정 준수 

4.1. 어떤 Spectrum Health 직원이라도 본 정책을 위반할 시, 잠재적인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 정책 

5.1. Spectrum Health는 환자 및/또는 보증인 그리고 환자 부담 비용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적절히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허가된 제삼자와 함께 일합니다. 본문에서 참조되는 본 정책 및 

모든 절차에서 벗어나는 환자 부담 비용 해결을 위한 우대는 어떠한 환자에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5.1.1. 사망한 환자 - 사망한 환자의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Spectrum Health에게 우선입니다. 

Spectrum Health는 사망한 환자의 부담 비용을 정해진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5.1.2. 파산한 환자 - Spectrum Health는 미국 파산법을 준수합니다. 이처럼 Spectrum Health는 

파산한 환자의 부담 비용을 정해진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5.1.3. 재정 지원이 필요한 환자 - Spectrum Health는 재정 지원 자격 정책에 따라 환자 부담 

https://spectrumhealth.policytech.com/docview/?docid=46211
https://spectrumhealth.policytech.com/docview/?docid=4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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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에 대해 환자가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5.1.3.1. 환자 및/또는 보증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Spectrum Health는 모든 내부 징수 수행 중 및 퇴원 후 청구서가 최초 

발행된 날짜로부터 최소 240일 동안 제삼자 징수 대행사가 배치될 때, 재정 지원 

신청을 수락합니다. (“신청 기간”) 

 

5.1.3.1.1. 완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 제출.  개인이 완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를 신청 

기간에 제출하면, Spectrum Health는 ECA가 치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또한, 개인이 치료 비용 재정 지원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에게 적합 판정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는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본 결정의 근거 또한 통지합니다.          

개인이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에 적합한 자격을 가질 경우, Spectrum Health는 

재정 지원 자격 정책에 따라 개인이 치료 비용에 대한 어떠한 부채도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또한, 개인이 지불한 치료 비용이 재정 지원 자격 

정책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는 금액을 초과할 시, 

환불해드립니다. 이러한 초과금액이 5달러 미만이거나 미국 국세청이 고시한 

금액 미만일 경우,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 비용을 받기위해 개인에게 

취해진 모든 ECA(부채 매각 제외)를 철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합니다. 

 

5.1.3.1.2. 미완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 제출. 개인이 미완성된 재정 지원 신청서를 

신청 기간에 제출하면, Spectrum Health는 ECA가 치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자격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정보 및/또는 문서 

또는 신청서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 지원 신청서 양식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본 통지는 아래에 기재된 Spectrum Health 

연락 정보를 포함합니다. 

 

Spectrum Health Butterworth Hospital 
Financial Counseling Office 
100 Michigan 
Grand Rapids, MI 49503 

 

5.1.3.1.3. 재정 지원 신청서 제출 불이행. 신청 기간에 재정 지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시, Spectrum Health는 본 문서에 명시된 대로 개인에게 FAP에 대해 한 번 

통지 후, ECA가 치료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5.1.4. 비보험 환자에 대한 조정. 본 정책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연 소득이 연방 빈곤 지침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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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고 재정 지원 자격 정책의 조건에 맞지 않는 비보험 환자에게 제공된 병원 서비스에 

대해, 본 병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험료 부과금을 115% 이내로 

조정합니다. 조정된 부과금에 대한 지불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1.5. 결제 방법- Spectrum Health는 환자가 환자 부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정해진 관련 

절차에 따라 환자 및/또는 보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을 정의하고 제공합니다. 

 
 

5.1.6. 징수- 환자 부담 비용이 위의 5.1.1-5.1.5에 기재된 모든 옵션 이용 후에도 유효한 경우, 

Spectrum Health는 정해진 관련 절차에 따라 미해결 환자 부담 비용을 제삼자 징수 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1.6.1. Spectrum Health는 제삼자 징수 대행사 배치 후 처음 180일 이내에는 어떠한 

ECA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 제기, 환자의 임금 차압 또는 소비자 고발원 또는 신용 

조사 기관에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하는 것. 

 

5.1.6.2. Spectrum Health는 환자가 재정 지원 자격 정책에 적합하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환자 또는 보증인에게 취해지는 어떠한 ECA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Spectrum Health가 ECA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하나 이상의 

ECA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최소 30일 전에 다음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Spectrum 

Health는 환자에게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Spectrum Health 또는 제삼자 징수 대행사가 수금을 하기위해 ECA을 

시행함을 확인합니다.  이 서면 통지는 통지가 제공된 날짜로부터 30일 이후에 해당 

ECA가 개시될 수 있는 기한을 포함합니다. 통지는 재정 지원 자격 정책에 대한 간단한 

언어 요약을 포함합니다. Spectrum Health는 환자에게 재정 지원 자격 정책과 개인이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두로 통지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6. 개정 

Spectrum Health는 사전 서면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정책을 변경, 개정,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7. 최종 권한 

개인이 재정 지원 자격 정책에 적합하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 권한. 따라서 법인 관리자 또는 그의 피지명자와 함께 개인 잔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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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CA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8. 참조 

재정 지원 자격 정책 

 

9. 정책 개발 및 승인 문서 소유자: 

Mary Jo Klobucher (행정 보조) 

 

작성자 (구 저자): 

Sarah Clark (선임 담당자, 등록 및 재무 상담) 

 

 

검토자: 

Ami Kihn (담당자, 클레임 관리), Angela Rewa (담당자, 준법 감사부), Catherine Sinning (담당자, 

환급), Douglas Welday (상무, 재무부, 결제 시스템), Heather Lallo (담당자, 시스템 재무), Kathleen 

Maine (담당자, 준법 감사부), Martha Boonstra (상무, 일반 변호사), Pauline Krywanski (계약자), 

Ronald Knaus (상무/최고 재무 책임자), Sarah Clark (선임 담당자, 등록 및 재무 상담), Steffany 

Dunker (수석 변호사) 

 

승인자: 

Richard C. Breon, 대표 & CEO, Spectrum Health System 

https://spectrumhealth.policytech.com/docview/?docid=46211&amp;anonymou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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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서 A 

 

차별 금지 안내 

Spectrum Health는 적용되는 연방 시민권 법률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Spectrum Health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거나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Spectrum Health는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무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자격 있는 수화 통역사 

o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정보 (큰 활자, 오디오, 접근 가능한 전자식 형식, 기타 형식)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자격 있는 통역사 

o 다른 언어로 작성된 정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Spectrum Health 언어 서비스에 문의해주십시오. 

616.267.9701 또는 1.844.359.1607 (TTY:711) 

Spectrum Health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연락 정보로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Patient Experience 

(고객 경험 부서) 100 

Michigan St NE, MC 006 

Grand Rapids, MI 49503 

616-391-2624; 수신자 부담: 1-855-613-2262 

patient.relations@spectrumhealth.org 
 

직접 불만을 제기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Patient Experience (고객 경험 부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보건 사회 복지부, 인권 사무소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시민권 침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민권 불만 제기 포탈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 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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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보건 사회 복지부)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1-800-368-1019, 800-537-7697 (TDD). 

 

불만 신고 양식은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하기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