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st Hill Surgery Center 재무 방침 
 
 
 
 

First Hill Surgery Center(FHSC)는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재무 책임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 급여와 관계없이 환자의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청구비 지불 책임은 

궁극적으로 환자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저희 재무 상담 직원이 기꺼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불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환자의 재무 책임 

보험 급여와 관계없이 환자의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청구비 지불 책임은 궁극적으로 환자(또는 

환자의 보증인)에게 있습니다. 코페이(co-payments)와 가입자우선부담금(deductibles)은 환자와 

의료보험회사 간의 계약 의무사항이며, 이러한 금액들은 협상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의료비 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의료보험 정보와 환자의 최신 신상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의료보험 상에 변경이 
있으면, 예약된 진료 또는 시술 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료보험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저희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진료 의뢰서도 받아 두십시오.  

 검사실 검사 결과 및 X-레이를 포함하여 관련 의료 기록을 제공해 주십시오.  

 기타 청구된 추가 금액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지불해 주십시오.  
 
보험급여 환자 

저희 재무 상담 직원이 수술 전에 귀하의 의료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급부 및 적격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귀하가 부담할 수도 있는 예상 비용을 알아봐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귀하의 최신 의료보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시에 귀하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입니다. 수술 전에 귀하가 코페이 또는 

가입자우선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저희 재무 상담 직원이 수술 전에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재무 상담 직원과 의료비 지불 계획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비응급 시술의 경우, 수술을 받기 전 적어도 3 영업일 이전에 저희 시설 청구비를 미리 지불하셔야 

합니다. 환자 부담금 추정액은 귀하의 의료보험 급부와 저희 요금에 기초하여 제공됩니다. 예정된 시술 

전에, 이 추정액의 첫 지불액을 납부하시고 나머지 잔액을 나눠서 지불할 수 있는 계획을 설정하시도록 

요청 드립니다.  

 
마취 및 특정 기타 추가 서비스(예: 수술 보조 요금 및 병리 검사료)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아래 

참조).  

 
보험 비급여 환자 

수술 전 3 영업일 전에 요금의 최소 50%를 납부하고, 첫 청구서 날짜의 90일 이내에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저희 요금에 기초한 비용 추정액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취 및 특정 기타 추가 서비스(예: 전문 분야별 요금 및 병리 검사료)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마취과의 경우 예정된 수술 전에 요금 전액을 지불하셔야 하므로, 마취과 연락처 정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의료비 재정 지원 

신청 절차를 통해 환자분들은 의료비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0~400% 사이일 경우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저희 재무 상담 직원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관을 통해 의료비 지원/자선금을 승인받은 경우, 저희 FHSC 재무 상담 직원과 처음 

통화시 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비 재정 지원 서비스를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기관과 함께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현금 지불 및/또는 성형외과 수술 절차 

환자는 예정된 수술 전에 저희 시설 요금 및 전문 의료 청구비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취과 서비스 

마취과 서비스는 Physicians Anesthesia Service(PAS)에서 제공하며, 저희 시설 요금과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마취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PAS로부터 직접 청구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검사실 및/또는 병리 검사료 청구비 

외과 전문의가 검사실, 배양 또는 검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혈액 검사 또는 배양에 대한 

청구서를 별도의 회사로부터 받으실 것입니다.  

 
취소 수수료 

예정된 날짜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시술을 취소하시는 경우, 귀하의 계정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서비스가 제공된 후 90일 이내에 미납액이 있거나 요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FHSC 관리 사무소에서 

귀하의 계정을 채무징수 대행사로 이관할 것입니다.  

 
기한 내에 잔액을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 관리 사무소로 연락하셔서 대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환자는 체납액을 완불하거나, 대체적인 지불 계획에 대해 저희 관리 

사무소에서 허가하기 전까지는 추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계정이 채무징수 대행사로 이관되었거나 악성 부채 상각으로 처리된 환자에 대해선 시술을 

예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술을 예약하기 전에, 환자가 FHSC 또는 외부 채무징수 대행사에 지불액을 

납부하거나, 저희 관리 사무소와 분할지불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은 지불 수단으로 개인 수표, 주요 신용카드 및 직불현금 카드, 머니오더를 받습니다. 반환된 

수표의 경우 잔고부족(NSF)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