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의료비 청구 금지법, 45 CFR §§ 149.410 및 149.420 

에 따른 환자 보호  

갑작스러운 의료비 청구 금지법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래 1 항에서 

설명하는 보험이 있는 환자와 아래 2에서 설명하는 보험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환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은 Medicare, Medicare Advantage, Medicaid(PASSE 포함), TRICARE 또는 Indian Health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항. 고용주를 통해 (연방  , 주 또는 지방 정부 포함), 건강 보험 시장을 통해 또는 개별 건강 플랜을 통해 

직접 건강 보험을 받는 환자의 경우, 
 

• 응급 서비스에 대한 갑작스러운 의료비 청구는 금지됩니다. 응급 서비스는 네트워크 외에서 

제공되더라도 사전 승인의 필요 없이 네트워크 내 요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잔액 청구"는 귀하의 플랜이 허용하는 금액과 서비스에 대해 청구된 전체 금액 간의 차액에 대해 

환자에게 청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청구 금지법은 응급 및 특정 비응급 서비스에 대해 

"잔액 청구" 및 네트워크 외 환자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예:  네트워크 내 서비스 보다 더 높은 공동 

보험 또는 네트워크 외 서비스의 공동 부담금 청구)을 금지합니다.   

• 갑작스러운 의료비 청구 금지법은 공동 부담액, 공동 보험 또는 공제액과 같은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적절하게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건강 플랜에 의해 결정됩니다.  

• 네트워크 외 제공자가 네트워크 내 시설에서 보조 치료(예: 마취과의 또는 보조 외과의)의 비용을 

네트워크 외 요금으로 청구하는 것과  "잔액 청구"를 금지합니다. 

• "잔액 청구" 및 갑작스러운 의료비 청구 금지법과 관련된 보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청구 시 귀하의 권리 및 보호" 고지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제 2항. 보험이 없거나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 귀하는 비응급 품목 또는 서비스의 총 예상 비용에 대해 예상 융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 예약 최소 하루 전에 서면으로 예상 융자 견적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약을 잡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선택한 다른 제공자에게 예상 융자 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록을 위해 예상 융자 견적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예상 융자 견적보다 최소 $400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되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융자 견적과 관련된 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예상 융자 견적에 대한 귀하의 권리" 고지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잔액 청구에 대한 보호를 포기할 필요도 없으며 네트워크 외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 플랜에 연락하여 네트워크 내 제공자 목록을 요청하고, 플랜 네트워크에 있는 제공자 또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의심되는 위반 사항 신고는 미국 보건복지부 1.800.985.305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상 융자 견적에 대한 문의 사항은 CARTI 재정 카운슬러에게 501.537.8641 번으로 연락하거나 재정 

카운슬러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프런트 데스크에 알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