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versity Medical Center of Princeton(프린스턴대학병원, UMCP) 

재정 지원 정책 - 요약본("PLS") 
 

University Medical Center of Princeton 재정 지원 정책(“FAP")은 적격 환자에게 University Medical Center 

of Princeton(“UMCP”)이 제공하는 할인 또는 부분 할인 응급 치료나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환자는 여기에 설명된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적격 서비스 - UMCP가 제공하고 청구하는 응급 서비스나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 FAP는 

UMCP가 청구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로 청구하는 기타 서비스에는 이 

FAP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격 환자 - 적격 서비스를 받는 환자로서 완전한 재정 지원 신청서("신청서") (관련 문서/정보 포함)를 

제출하며 UMCP의 재정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환자. 

 

신청 방법 – FAP와 신청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UMCP의 환자 액세스 서비스는 Centers of Care 내의 아트리움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문서를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UMCP의 재무 카운셀러에게 609-853-785번으로 전화하여 면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 예약을 하여 요청: One Plainsboro Road에 

위치하는 UMCP 재무 카운셀러, Center of Care의 아트리움에 위치하는 환자 액세스 서비스를 

직접 방문.  

 UMCP의 웹 사이트  https://www.princetonhcs.org에서 문서 다운로드. 

 작성한 신청서(UMCP의 필수 목록에 명시된 모든 문서/정보를 함께 제출)를 다음 주소로 발송: 

University Medical Center of Princeton Patient Access Services, Financial Counselor, One 

Plainsboro Road, Office # T1144, Plainsboro, New Jersey 08536. 또는 재무 카운셀러에게 직접 

제출. 

 

재정 지원 자격의 결정 - 일반적으로 모든 무보험 개인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자는 

가구 총 소득이 연방 정부의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FPG") 300% 이하일 경우, 차등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자격이 있을 경우, 적격자는 치료비에 대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으며, 보험 가입자의 AGB("Amounts Generally Billed")보다 많이 청구되지 않습니다(IRS가 IRC 섹션 

501(r)에 정의한 AGB). 가구 총 소득과 FPG만을 바탕으로 한 재정 지원 레벨: 

 

 FPG의 0% ~ 200% 사이의 가구 총 소득  
완전 재정 지원. 환자에게 $0 청구. 

 FPG의 201% ~ 300% 사이의 가구 총 소득  

부분 재정 지원. 환자에게 청구되는 최대 금액은 AGB. 

 

참고: 전술한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FPG 이외의 기타 기준도 고려합니다(예: 현금 이나 기타 현금 전환 

가능한 자산의 가용성, 월간 가계 지출에 비례한 월간 순 초과 소득). 신고한 가구 총 소득이 없을 경우, 

일상적 생활 유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UMCP 재무 카운셀러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UMCP의 FAP에 따라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합니다. 불완전 신청서는 고려되지 않지만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누락된 문서/정보를 보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UMCP는 UMCP의 주요 서비스 지역 내 대상자의 5% 또는 1,000명 중에서 더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한 

인구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FAP, 신청서, PLS 등을 번역합니다. 환자의 요구에 맞게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One Plainsboro Road에 위치하는 UMCP 재무 

카운셀러나 1층의 아트리움 근처에 위치하는 환자 액세스 서비스에 직접 방문하거나,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중에 609-853-7852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https://www.princetonhc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