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ulty Group Practice 
청각 장애 및 난청 환자 설문지

Deaf and Hard of Hearing Questionnaire Form Revised: 10-25-2011 

본 문서는 귀하와 의사소통하고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RN: _____________ 

본인의 상태:   청각 장애 ______ 난청 _____ 

수화로 의사소통합니다 ______ 예 _____ 아니요 

*수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______ 예 _____ 아니요 

제 생각을 음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______ 예 _____ 아니요 

독순술/독화술에 능합니다 ______ 예 _____ 아니요 

*구두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______ 예 _____ 아니요 

서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편합니다 ______ 예 _____ 아니요 

*통역가가 필요한 경우 귀하와 의사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연락 방법: 

문자 메시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culty Group Practice 환자 신상정보 양식 

[Faculty Group Practice Patient Demographic Form] 
 

FGP Demographic Form Form Revised: 7/25/2012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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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성, 이름, 중간이름 머리글자) [Name (Last, First, MI)]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 

 

 

번지 [Street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자택 전화 [Home Phone]  

(           )                    선호 [Preferred]  

직장 전화 [Work Phone] 

(           )                               선호 [Preferred] 

휴대폰 [Cell Phone]  

(           )                                  선호 [Preferred] 

사회보장번호 

[SSN]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남성 [Male]   

여성 [Female] 

결혼 여부 [Marital Status] 

□ 미혼 [Single] □ 기혼 [Married] □ 이혼 [Divorced] □ 사별 [Widowed] 

□ 별거 [Separated] □ 동거 [Partner]  □ 기타 [Other] 

 인종 [Race]  민족 [Ethnicity] 선호 언어 [Preferred Language] 출신 국가 [Country of Origin] 

재
정
적
으
로

 책
임
있
는

 당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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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책임있는 당사자/보증인입니까? 예아니요(연령이 18세 이상이고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귀하는 방문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보증인입니다.) 
[Is patient responsible party/guarantor?  YesNo(If you are over the age of 18 and not in the care of an institution you are the guarantor as 
you are the person financially responsible for any charges you may incur during your visit)] 
 

이름 [Name] 주소 [Address] 시/주/우편번호 [City/State/Zip] 
 

환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atient] 

직업 [Occupation] 고용주 [Employer]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택 전화 [Home Phone]  

(           )                     선호 [Preferred] 

직장 전화 [Work Phone] 

(           )                               선호 [Preferred] 

휴대폰 [Cell Phone]  

(           )                                   선호[Preferred] 

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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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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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Name] 환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atient] 

자택 전화 [Home Phone]  

(           )                      선호[Preferred] 

직장 전화 [Work Phone] 

(           )                                선호[Preferred] 

휴대폰 [Cell Phone]  

(           )                                   선호[Preferred] 

진
료
의
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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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의사 이름 [Referring Physician’s Name] 의사 전화/팩스(알고 있는 경우) [Physician 

Phone/Fax (if known)] 

(           )                             

의사 주소 [Physician Address] 

P
C

P
(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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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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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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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 이름(위의 의뢰 의사가 같은 경우 표시)[Primary Care Physician’s Name 

(Check if same as Referring Physician above)]  

의사 전화/팩스(알고 있는 경우) [Physician 

Phone/Fax (if known)] 

(           )                             

의사 주소 [Physician Address]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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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험 회사 [Primary Insurance Company] 보험증서 번호 [Policy #] 그룹 번호 [Group #] 

보험가입자와 환자의 관계 [Patient’s Relationship to Insured] 

 본인 [Self]  배우자 [Spouse]  자녀 [Child] 

 기타[Other] ______________  

가입자 이름(환자가 아닐 경우) [Name of Subscriber (if other 

than patient)]  

 

가입자 사회보장번호 

[Subscriber’s Social 

Security #]  

 

성별 [Gender] 

 남성 [Male]   

여성 [Femal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가입자의 고용주 [Employer of 

Subscriber] 

직장 전화 [Work Phone] 

(         ) 

2차 보험 회사[Secondary Insurance Company]  보험증서 번호 [Policy #] 그룹 번호 [Group #] 

보험가입자와 환자의 관계 [Patient’s Relationship to Insured] 

 본인 [Self]  배우자 [Spouse]  자녀 [Child]  

 기타 [Other] ______________  

가입자 이름(환자가 아닐 경우) [Name of Subscriber (if other 

than patient)]  

 



 

 

FGP Demographic Form New Logo  Form Revised: 7/25/2012 

가입자 사회보장번호 

[Subscriber’s Social 

Security #]  

성별 [Gender] 

 남성 [Male]   

여성 [Femal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가입자의 고용주 [Employer of 

Subscriber] 

직장 전화 [Work Phone] 

 (         )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최대한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By signing below, I acknowledge that the information I provided is correct to the best of my ability.] 

 

환자 서명[Pati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Date]: ______/______/______ 

 

보증인 서명(환자가 아닐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Date]: ______/______/______ 

[Guarantor Signature (if other than patient)] 

 

 

 



 

 
 

Faculty Group Practice 환자 신상정보 양식 – 소아과  
[Faculty Group Practice Patient Demographic Form – Pediatrics] 

Pediatric Demographic Form                Form Revised: 1/9/2013 

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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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성, 이름, 중간이름 머리글자) [Name (Last, First, MI)] 오늘 날짜 [Today’s Date] 
 

번지[Street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사회보장번호 
[SSN]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남성 [Male]  
여성 [Female] 

인종 [Race] 민족 [Ethnicity] 선호 언어 
[Preferred Language] 

환자 또는 형제자매가 저희 진료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이름을 기재해 주십시오) 
[Has patient or siblings been seen in our office? (Please list)] 
 

출신 국가 [Country of Origin] 

재
정
적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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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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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 [Parent 1]:                                                                                           이 부모가 책임있는 당사자/보증인입니까? 예      아니요 
                                                                                                                        [Is this parent responsible party/guarantor?]      [Yes]        [No] 
이름 [Name] 주소 [Address] 시/주/우편번호 [City/State/Zip] 환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atient] 
직업 [Occupation] 고용주 [Employer]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택 전화 [Home Phone]  
(           )                    선호 [Preferred]  

직장 전화 [Work Phone]  
(           )                          선호 [Preferred]  

휴대폰 [Cell Phone]  
(           )                           선호 [Preferred]  

부모 2 [Parent 2]:                                                                                              이 부모가 책임있는 당사자/보증인입니까? 예      아니요 
                                                                                                                           [Is this parent responsible party/guarantor?]     [Yes]        [No] 
이름 me] 주소 [Address] 시/주/우편번호 [City/State/Zip] 환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atient] 
 

직업 [Occupation] 고용주 [Employer]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택 전화 [Home Phone]  
(            )                          선호 [Preferred]  

직장 전화 [Work Phone]  
(           )                           선호 [Preferred]  

휴대폰 [Cell Phone]  
(           )                      선호 [Preferred]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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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Name] 환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atient] 

자택 전화 [Home Phone]  
(           )                    선호 [Preferred]  

직장 전화 [Work Phone]  
(           )                           선호 [Preferred]  

휴대폰 [Cell Phone]  
(           )                           선호 [Preferred]  

진
료

 의
뢰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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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의사 이름 [Referring Physician’s Name] 의사 전화/팩스(알고 있는 경우) [Physician 
Phone/Fax (if known)] 
(           )                             

의사 주소 [Physician Address]  

P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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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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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이름(위의 의뢰 의사가 같은 경우 표시) [Primary Care Physician’s Name 
(Check if same as Referring Physician above)] 

의사 전화/팩스(알고 있는 경우) [Physician 
Phone/Fax (if known)] 
(           )                             

의사 주소 [Physician Address]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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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I
ns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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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험 회사 [Primary Insurance Company] 보험증서 번호 [Policy #] 그룹 번호 [Group #] 

보험청구 주소 [Claims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전화[Phone 
(           )                                   

보험가입자와 환자의 관계 [Patient’s Relationship to Insured] 
 본인 [Self]  배우자 [Spouse]  자녀 [Child] 
 기타 [Other] ______________  

가입자 이름(환자가 아닐 경우) 
[Name of Subscriber (if other than patient)] 
 

가입자 사회보장번호 
[Subscriber’s Social 
Security #] 

성별 [Gender] 
 남성 [Male]  
여성 [Femal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가입자의 고용주 
[Employer of Subscriber] 

직장 전화 [Work Phone] 
(         ) 

2차 보험 회사 [Secondary Insurance Company] 보험증서 번호 [Policy #] 그룹 번호 [Group #] 

보험청구 주소 [Claims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전화[Phone 
(           )                                   



 

 
 

Pediatric Demographic Form                Form Revised: 1/9/2013 

보험가입자와 환자의 관계 [Patient’s Relationship to Insured] 
 본인 [Self]  배우자 [Spouse]  자녀 [Child] 
 기타 [Other] ______________  

 가입자 이름(환자가 아닐 경우) 
[Name of Subscriber (if other than patient)] 
 

가입자 사회보장번호 
[Subscriber’s Social 
Security #] 

성별 [Gender] 
 남성 [Male]  
여성 [Femal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가입자의 고용주 
[Employer of Subscriber] 

직장 전화 [Work Phone] 
(         )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최대한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By signing below, I acknowledge that the information I provided is correct to the best of my ability]. 
 
환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______/______/______ 
[Patient Signature] 
 
보증인 서명(환자가 아닐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Date]: ______/______/______ 
[Guarantor Signature (if other than patient)] 

 



 

FACULTY GROUP PRACTICE 재정 정책 및 환자 책임  
[FACULTY GROUP PRACTICE FINANCIAL POLICIES AND PATIENT RESPONSIBILITY] 

FGP Financial Acknowledgement Form  Form Revised: 6/1/2013 

 
본인은 NYU 의과대학(NYU School of Medicine), 치료 의사 및 각각의 피지명자가 치료, 지불 및 의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목적을 위해 본인의 건강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며 이에는 보험회사가 요청한 정보 및 퇴원 계획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that NYU School of Medicine, my treating physicians and their respective designees, will use and disclose my 
health information for all purposes necessary for treatment, payment and health care oper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lease of information requested by my insurance company (or carrier) and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discharge planning 
purposes.]    

 
• 보험 양도: 이에 본인은 본인의 보험급여가 NYU 의과대학에 직접 지불되도록 재가합니다.본인은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청구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료정보 또는 
기타 정보의 공개를 재가합니다. 
[ASSIGNMENT OF INSURANCE: I hereby authorize my insurance benefits to be paid directly to NYU School of Medicine. I 
authorize the release of any medical or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process insurance claims on my behalf. I understand I 
am financially responsible for non-covered services.] 

 
• 재정 책무: 본인은 NYU 의과대학 재정 정책 사본은 제공받았으며 지정된 약관에 동의합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의 의료 보험에 
따라 제공된 본인 부담금 및 공제액을 포함하여 치료에 대해 NYU 의과대학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제3자가 지불한 급여액은 계정에 크레딧으로 접수됩니다. 본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FINANCIAL LIABILITY: I have been provided a copy of the NYU School of Medicine financial policies and agree to the 
specified terms. I hereby agree to pay all charges due (or to become due) to NYU School of Medicine for care and treatment, 
including co-payments and deductibles as provided under my plan. Benefits, if any, paid by a third party, will be credited on 
account. I understand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any charges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 의료 보험에서 NYU 의과대학에서 서비스를 받기 전에 주치의(PCP)의 사전 의뢰를 요구하고 본인이 해당 의뢰를 
득하지 못했거나 의뢰 이상의 서비스를 받은 경우, 및/또는 
[My health plan requires prior referral by a Primary Care Physician (PCP) before receiving services at NYU School 
of Medicine and I have not obtained such a referral or I receive services in excess of the referral, and/or] 

• 의료 보험에서 본인이 NYU 의과대학에서 받은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않거나 의료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및/또는 
[My health plan determines that the services I receive at NYU School of Medicine are not medically necessary 
and/or not covered by my Insurance plan, and/or] 

• NYU 의과대학에서 서비스를 받은 시점에 의료 보험 보장 기간이 경과했거나 만료된 경우, 및/또는 
[My health plan coverage has lapsed or expired at the time I receive services at NYU School of Medicine, and/or] 

• 본인이 의료 보험 보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및/또는 
[I have chosen not to use my health plan coverage, and/or] 

• 진료 의사가 본인의 의료 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The physician I see does not participate with my health care plan.] 

  



 

FACULTY GROUP PRACTICE 재정 정책 및 환자 책임  
[FACULTY GROUP PRACTICE FINANCIAL POLICIES AND PATIENT RESPONSIBILITY] 

FGP Financial Acknowledgement Form  Form Revised: 6/1/2013 

 
• 메디케어 서명 기록보관용(메디케어 환자만 해당): 본인은 인가된 메디케어 급여액을 본인에게 지불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본인을 치료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또는 그러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한 일체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도록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의료정보 및 기타 정보를 소유한 사람에게 이러한 급여액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메디케어 및 해당 대리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MEDICARE SIGNATURE ON FILE (Medicare Patients Only): I request that payment of authorized Medicare benefits be 
made either to me or on my behalf to all providers who treat me during my hospital stay or any services furnished to me by 
those providers. I authorize the holder of medical and other information about me to release to Medicare and its agents any 
information needed to determine these benefits or benefits for related services.] 

 
환자 메디케어 번호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 
[Patient’s Medicare Number]       [Patient Signature] 
 
 

• 보조 서비스: 본인은 NYU 의과대학에서 마취, 심장 검사 해석, 방사선영상촬영 서비스(예: X선, MRI 등) 및 병리학 검체 
검사와 같은 특정 보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일부 의사가 본인이 보는 앞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에 본인은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발행한 보험 증서(들) 또는 
플랜(들)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직접 지불할 것을 재가합니다.본인은 이러한 보조 서비스의 결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 지불인이 지불한 급여액이 크레딧으로 접수된 후에도 지불해야 할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ANCILLARY SERVICES: I understand I may receive certain ancillary medical services while I am at NYU School of 
Medicine; such as, anesthesia, interpretation of cardiac tests, imaging services (e.g., x-rays, MRIs) and pathology specimen 
examination. I understand that some physicians may not provide services in my presence, but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course of diagnosis and treatment. I hereby authorize payment directly for these services under the policy(s) or plan(s) 
issued to me by my insurance carrier. I understand that I may incur additional charges as a result of these ancillary services; 
I agree to pay all charges due with respect to such services to the extent the charge is due after credit is given for benefits 
paid on my behalf by any third party payor.]   
 

• 진료 예약 취소 또는 나타나지 않음: 본인은 필수 예약 취소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약을 지키지 않고 취소하지 
않은 경우 개별 의사 진료소의 정책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CANCELED OR NO-SHOW APPOINTMENTS: I understand that, based on the policy of individual physician offices, I may 
incur a cancelation fee if I do not provide the required notice of cancelation, or if I do not keep my appointment and have not 
canceled.]  

    
본인은 Faculty Group Practice 환자 재정 정책을 제공받았습니다. 본인은 본인에게 완전하게 설명된 상기 정보를 
이해합니다. 
[I have been provided the Faculty Group Practice Patient Financial Polices. I understand the information 
listed above which has been fully explained to 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 [Patient Signature]    날짜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증인 서명 [Guarantor Signature]    날짜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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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Group Practice 재정 정책 요약 

  
 
귀하의 의료를 위해 NYU Langone Medical Center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료 센터를 믿고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고의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료 혜택 및 보장 옵션이 점차 복잡해져 감에 따라, 귀하께서 환자의 책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재정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귀하께 제안된 치료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실비정산을 위한 귀하의 보험 
청구 제출과 관련된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의료 보험 증서는 귀하와 귀하의 의료보험사 또는 귀하의 고용주 간의 계약입니다. 귀하의 보험에 의뢰, 사전 
확인, 사전 허가, 외래 환자 비용 제한, 및 이용하고자 하는 특정 의사, 검사실이나 병원에 대해 특별 요건 등과 같은 
특정 규칙 또는 규정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또한 모든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및/또는 공동 
보험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저희 센터 의사들의 참여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지불인에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현재 갖고 계신 의료 보험 증서의 혜택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의료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 혜택, 
본인 부담금 및 보장 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본 정책 요약서를 향후 참조하실 수 있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보장 범위 
매번 진료 방문 시 귀하가 현재 갖고 있는 의료 보험 정보를 알려주시고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통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귀하의 보험 카드를 복사 또는 스캔하여 기록용으로 보관하기 위해 보험 카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진료 약속 전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필수 의뢰서 또는 허가서가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제공해 주시지 않을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경우 의료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의사들은 많은 의료 보험에 소속되어 있지만 참여 여부는 의사마다 다릅니다. 예약 전에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의사가 네트워크 소속인지 여부와 서비스가 귀하의 의료 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의사가 
네트워크 비소속인 경우 치료 비용은 귀하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에게 네트워크 비소속 혜택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귀하를 대신하여 의료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트워크 비소속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저희가 귀하의 의료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주소 변경 
귀하의 올바른 주소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주소, 전화 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본인 부담금/공동 보험/공제액 
귀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 명시된 경우 본인 부담금 및 공동 보험 및/또는 공제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타 비용 
귀하는 NYU Langone Medical Center에서 마취, 방사선 검사, 병리학 또는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록 귀하가 서비스를 받는 당시 귀하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치료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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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하는 NYU Langone Medical Center에서 입원 환자 또는 외래 환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병원비가 청구될 것입니다. 병원비는 의사 서비스와 별도입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병원 
원무과((800) 237-69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결제는 서비스가 제공될 때 또는 원무과에서 명세서를 받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 수표, 우편환 또는 
신용카드(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및 Discover) 지불이 모두 가능합니다. 수표 반환 시 $20.0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행자 수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저희는 알림[청구액 지불 알림] 전화 연락 및 사전 녹음된 메시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타 
중요한 전화 연락을 제공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귀하는 이러한 전화 연락을 해당 번호로 수신할 
것임에 동의하게 됩니다. 
 

비의료 비용 
다음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표 반환   진단서 발급 
 장애 또는 기타 양식 작성 

 

예약 위반 
일반적으로 NYU FGP는 대부분의 의사 진료 방문에 대해 24시간(업무일 기준 1일) 취소 통지를 요구합니다. 
시술 및 수술의 경우는 48시간(업무일 기준 2일) 이전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은 업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여 취소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료:   $50 
 2차 의사 진료:  $75  

  

 신규 환자 진료:    $75 
 시술/수술 부서 방침에 따라 다름 

 
네트워크 비소속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사가 귀하의 의료 보험에 속하지 않은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일상적인 진료의 경우, 서비스를 받을 때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은 날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예상 비용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시술 전에 예상 비용이 견적으로 제공됩니다. 
 대기 수술 및 시술 제공 일자 전에 예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약 후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가 의료 보험사에 제출될 것입니다.  
 귀하에게 네트워크 비소속 혜택이 있는 경우라도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지불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 보험에 따라 귀하에게 결제액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결제액을 수령한다면, NYU 
Faculty Group Practice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 비보장 서비스 
 
 메디케어 환자. 메디케어에서 의사가 권장하는 일부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알려 드리고 사전 급여여부 통지(Advanced Beneficiary Notice: ABN)를 제공해 드리니 읽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ABN은 귀하에게 지불 책임이 있는 서비스를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ABN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비메디케어 환자. 의료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는 귀하의 책임이며 서비스 제공 시 또는 
청구서 수신 시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환불 
초과 지불이 확인된 경우 환불됩니다. 환불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 병원 원무과((877) 648-29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불 불이행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정이 외부 미수금 처리 대행사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수금 
처리 대행사에 직접 연락하여 잔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책 및 수수료 변경 
본 정책 및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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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용이 고가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불 능력이 우려되는 경우 연락해 주시면 계정 관리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저희 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병원비 
명세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원무과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FACULTY GROUP PRACTICE 검사실 청구서 안내 

 

Lab Letter  Form Revised: 10-25-11 

 
귀하의 의료를 위해 NYU Langone Medical Center Faculty Group Practice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YU에서 제공하는 모든 검사실 서비스 또는 검체는 처리를 위해 NYU Langone 
Medical Center 외래 검사실로 보내집니다. 외래 검사실은 의사 방문과는 별도로 청구되는 
병원 서비스입니다. NYU Langone Medical Center 검사실은 대부분의 의료 보험에 
참여하지만 일부 의료 보험에서는 선호하는 보험사 지정 검사실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병원 공동 보험 및 공제액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검사실 보험 내역을 
검토하여 귀하가 받는 보험 혜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의료 보험 혜택을 이해하고 
매 방문 시마다 저희 직원 또는 의사에게 선호하는 검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검체를 귀하가 선택한 검사실로 보내 드립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저희 진료소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귀하의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Non-Par/Self Pay Surgery Financial Disclosure    Form Revised:  6/25/12 
 

 
NYU Faculty Group Practice [NYU Faculty Group Practice] 

비참여 재정 동의서 [NON-PARTICIPATING FINANCIAL AGREEMENT] 
 

NYU 의과대학(NYU School of Medicine)으로부터 의사가 제 의료 보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본인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재정적으로 완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에 
동의합니다. 
[I have been advised by NYU School of Medicine that my physician does not participate with my insurance 
plan and therefore, I will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full payment of services rendered. As such, I agree to 
the following:] 
 
 
진료 서비스(의사 진료) [Office Services (Doctor Visits)] 
 

 일상적인 의사 진료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즉시 전액 완납합니다.  
[Payment for routine office visits is expected in full at the time services are rendered.] 

 
 진료 예약 시에 예상 비용을 통지 받습니다.  

[I will be informed of the estimated payment at the time of scheduling.]  
 
 청구서는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회사로 전달될 것입니다.  

[A courtesy claim will be sent to my insurance carrier on my behalf.] 
 
 일부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시 실제 총액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시 지불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 본인에게 청구되고 본인이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지불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환불을 받거나 초과 지불금을 기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청구잔액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 some cases the actual amount of total charges may not be known at the time of service. 
Should the actual charges be more than the payment made at time of service, I will be billed for 
and responsible for any remaining balances. Should the actual amount be less than I paid, I will 
receive a refund or elect to have the overpayment applied to other patient responsible balances.] 

 
 본인에게 네트워크 비소속 혜택이 있는 경우 제 의료 보험의 네트워크 비소속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제액을 제외하고 지불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불한 금액에 상관 없이 
본인에게 청구서 잔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If I have out-of-network benefits, my insurance carrier will make payment, less deductible and 
according to the out-of-network provisions of my plan, and I will be responsible for the balance of 
my bill no matter what the insurance company pays.] 

 
의사 진료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 서비스(심전도, 초음파검사 등)  
[Testing Services Not Part of the Doctor Visit (EKG, Echo, etc.)] 

 
 청구서는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회사로 전달될 것입니다. 

[A courtesy claim will be sent to my insurance carrier on my behalf.] 
 

 보험에서 지불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청구되고 본인이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I will be billed for and responsible for any balances not paid by my insurance.] 

 
대기 수술(입원, 외래 및 진료소) [Elective Surgeries (Inpatient, Outpatient and Office-Based)] 

 
 본인은 진료 예약시 예상 비용을 통지받고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정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I will be informed of the estimated amount at the time of scheduling and asked 
to sign a financial agreement prior to provision of the service.]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예상 비용의 최소 20%를 선불로 지불합니다. [A minimum pre-payment of 

20% of the estimated charges will be collected prior to the service being rendered.] 



 
 

Non-Par Financial Acknowledgement Form  Form Revised:  6/25/12 
 

 
 요청시, 청구서는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회사로 전달될 것입니다.  

[A courtesy claim will be sent to my insurance carrier on my behalf, if requested.]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의 견적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 실제 금액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청구되고 본인이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The amount quoted prior to the service is an estimate and actual charges may vary; I will be 
billed for and responsible for any remaining balances.] 

 
모든 잔액은 NYU로부터 명세서를 수령한 즉시 지급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불할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NYU에 전달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I understand that all balances are due upon receipt of statement from NYU. I also understand and agree that 
if my insurance company makes payment to me directly I will forward that payment to NYU immediate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이름(정자체) [Print Patient Name]   의사 이름(정자체) [Print Physician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서명 [Patient Signature]    의료 보험 [Insurance Plan]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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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귀하에 대한 의료 정보를 사용, 공유하는 방법 및 귀하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는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NYU Langone Medical Center(“NYU Langone”)는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보안 전자 건강기록을 사용합니다. 

귀하의 건강정보는 본 안내서에 설명된 대로만 사용 또는 공개(공유)합니다. 귀하는 이 

안내서를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안내서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  
아래에 나열된 모든 장소에 있는 NYU Langone 의 전 직원, 의료진, 수련의, 학생, 

자원봉사자 및 대리인들이 이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준수합니다. NYU Langone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YU Hospitals Center (“NYUHC”) 

o Tisch Hospital 

o Rusk Rehabilitation  

o Hospital for Joint Diseases 

o NYU Lutheran Medical Center 

o NYUHC 운영 증명서에 기재된 기타 모든 장소 

 NYU School of Medicine (our Faculty Group Practices)  

 Lutheran Augustana CECR 

 Lutheran Certified Home Health Agency  

 Community Care Organization  

 Southwest Brooklyn Dental Practice 

 

또한 이 안내서는 NYU Langone 과 조직화된 건강 관리 약정(Organized Health Care 

Arrangement)의 일부인 NYU Lutheran Family Health Centers 에도 적용됩니다.  
 

NYU Langone 의 의료 서비스 전문가가 기타 장소(예: Manhattan VA Medical Center 

또는 Bellevue Hospital Center)에서 치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거기에서 

받으시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안내(Notice of Privacy Practices)가 적용됩니다.  

 

귀하 정보의 사용 및 공유 

안내서의 이 부분은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본 

병원은 이 목적을 위해 전화로 주로 연락을 하겠지만,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좋다는 허락을 하신 경우 그러한 방법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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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정보는 주로 치료, 지불 및 의료서비스 운영 목적으로 사용 및 공유합니다. 이는 

귀하의 건강정보를 다음과 같이 사용 및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를 치료하는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처방약을 조제하는 약사와 사용 및 

공유합니다; 

 치료를 위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귀하의 

의료보험사와 사용 및 공유합니다; 

 본 병원 사업을 운영하고, 귀하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본 병원 전문가를 

교육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및 공유합니다; 
  

때때로 본 병원은 사업 운영을 돕는 청구 서비스와 같은 협력 업체와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협력 업체는 본 병원처럼 귀하에 대한 건강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 병원은 귀하에게 연락하기 위해 귀하의 정보를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혜택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연락합니다.  

 향후 예약에 대해 연락합니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묻기 위해 연락합니다.  

 NYU Langone 을 위한 기금 모금에 대해 연락합니다   
 

귀하는 기금 모금 통신문의 수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NYU 

Langone 개발실(NYU Langone Development Office)에 

developmentoffice@nyumc.org 로 연락을 하시거나 전화(212-404-3640)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1-800-422-4483)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통신문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research-

contact-optout@nyumc.org 또는 1-855-777-7858 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민감한 건강정보를 사용 또는 공유할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HIV 관련 정보, 정신 건강 정보,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 치료 정보 또는 유전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HIV 관련 정보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또는 귀하가 특정 승인 양식에 서명하여 허용한 사람에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치료가 이 정보와 관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Privacy Officer)에게 연락하여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 병원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법률에 의해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병원은 다음의 이유로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전에 법률에 따라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각 조건의 일부 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mailto:developmentoffice@nyumc.org
mailto:research-contact-optout@nyumc.org
mailto:research-contact-optout@nyu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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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보건 및 안전: 질병, 출생 또는 사망 보고, 의심되는 학대, 방치 또는 가정폭력 

보고, 보건 또는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 방지, 제품 회수 모니터링, 안전 및 품질 

목적의 정보 보고.  

 연구: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의해 승인되었고 

귀하의 개인 정보에 낮은 수준의 위험이 되는 건강 기록 프로젝트 분석, 임상시험 

준비, 사망자의 정보만 관련된 연구.  

 사법 및 행정 소송: 법원 또는 행정 명령에 대한 대응.  

 산재보험 및 기타 정부 요청: 산재보험 청구 지불 또는 심의, 법률에 의해 승인된 

활동에 대한 건강 감독 기관, 특별 정부 기능(군대, 국가 안보).  

 법 집행: 혐의자 또는 실종자를 확인하거나 찾기 위한 경찰과의 협력.  

 법률 준수: 본 병원이 연방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의 협력.  

 재난 구조 상황: 긴급 상황 시 도움이 되기 위해 귀하의 가족, 친구 및 법이 

인가하는 기관에 통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위치 및 일반적 위치 공유.  

 장기, 조직, 또는 눈 기증이나 이식을 담당하는 조직을 위한 목적.  

 필요에 따라 검시관, 검시 의사 또는 장의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허용되는 사용 또는 공개에 부수적인 조건: 예약 시간이 되었을 때 대기실에서 

귀하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리고 이 때 대기실의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 병원은 이들 부수적인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본 병원은 귀하가 반대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허락을 해주실 

경우 귀하의 정보를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저희에게 

선호사항을 말씀하실 수 없을 경우, 예를 들어 무의식 상태일 경우, 그것이 귀하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본 병원이 판단할 경우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제 또는 랍비와 같은 병원 목회 서비스부를 포함한 환자 명부를 위한 공유.  

 가족, 친구 또는 귀하의 의료 또는 의료에 대한 지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본 병원은 귀하가 허락을 하실 경우에만 귀하의 정보를 사용 또는 

공유합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 정보의 판매 또는 제 3 자로부터의 지불 

 대부분의 심리요법 공유 

 이 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은 일체의 기타 이유 

귀하는 본 병원이 이미 허가에 의존하여 일을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Privacy Officer)에게 연락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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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권리 

귀하의 건강 정보에 있어서, 귀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록을 포함하여 의료 기록의 전자 사본이나 종이 사본을 검토하거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종이 복사본의 페이지마다 75 센트를 넘지 않는 합리적인 

비용에 기반한 요금 또는 전자 기록을 위한 전자 미디어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합리적인 비용(기록을 우송하도록 요청하실 경우 우표 값 추가)을 청구 받으시게 

됩니다. 기록은 귀하의 요청이 있은 후 3 일 ~ 10 일 내에 제공됩니다. 늦어질 경우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본 병원의 보안 환자 포털인 NYU Langone 의 

MyChart (https://mychart.nyulmc.org/)를 통해 직접 건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밀 통신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병원에 특정 방법(예: 휴대폰)으로 

귀하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예"로 응답할 

것입니다.  

 귀하의 치료, 지불 및 의료 서비스 운영을 위해 본 병원이 사용 또는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지만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귀하가 서비스에 대해 전액을 개인 부담하면서 보험회사와 그 

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을 요청하실 경우 그 정보를 공유할 것을 법률이 요구하지 

않는 한 동의할 것입니다.  

 의료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지만 60 일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병원이 정보를 공유한 기관들의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병원이 귀하의 

요청 이전 6 년 동안 귀하의 정보를 공유한 시기의 목록(해명) 및 그 이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모든 공개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치료, 지불 

또는 의료 서비스 운영을 위해 공개한 정보는 예외입니다. 귀하는 12 개월마다 한 

번씩 이 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 시기 동안 추가 목록을 제공하는 비용을 본 

병원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만 하시면 귀하가 

원하시는 형식(종이 또는 전자)으로 사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귀하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고 귀하의 건강 정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및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아동에 대해 이 권리를 갖게 되며, 미성년자가 그들 자신을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경우 불만 사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NYU Langone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Privacy Officer)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불만 접수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s://mychart.nyul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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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의료 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 정보 보호 요청.  

 

본 병원의 책임 

 본 병원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 건강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병원은 귀하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을 해쳤을 

수 있는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지해 드립니다.  

 본 병원은 이 안내서에 기술된 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그 사본을 귀하에게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본 병원은 이 안내서의 조건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며, 변경사항은 귀하에 대해 

본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안내서는 요청 시 입수 

가능하며, 본 병원의 웹사이트(www.nyulangone.org)에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또는 우려사항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 안내서에 기술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Privacy Officer)에게 연락하십시오: One Park Avenue, 3rd 

Floor, New York, New York 10016, Attention: Privacy Officer, 전화는 1-877-

PHI-LOSS 또는 212-404-4079 번이며, 이메일은 

compliance.help@nyumc.org 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Privacy Officer)나 

해당 의사 진료실 또는 병원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또는 요청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Privacy Officer)에게 연락하거나 

http://nyulangone.org/policies-disclaimers/hipaa-patient-privacy 를 방문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www.nyulangone.org/
mailto:compliance.help@nyumc.org
http://nyulangone.org/policies-disclaimers/hipaa-patient-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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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방침 안내(Notice of Privacy Practices) 확인서 

 

 

본인은 NYU Langone Medical Center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 안내서(Notice of Privacy 

Practices) 사본을 수령했음을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확인합니다.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리인 이름(해당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리인의 권한 자격(예: 부모, 후견인, 의료서비스 대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효일: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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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LMC HIE, Care Everywhere 및 Healthix 

정보 안내서 

[NYULMC HIE, Care Everywhere and Healthix 
 Fact Sheet] 

 

NYULMC HIE, Care Everywhere 및 Healthix에 있는 환자 정보에 대한 세부 사항과 동의 프로세스: 

[Details about patient information in the NYULMC HIE, Care Everywhere and Healthix and the consent process:] 
 

1. 환자 정보 사용 방법. 귀하의 전자 건강정보는 HIE 참여자 및 Care Everywhere 제공자가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How Your Information Will be Used.  Your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will be used by the HIE Participants and Care 
Everywhere Providers only to:] 

 치료 및 관련 서비스 제공. 

[Provide you with medical treatment and related services.] 

 의료 보험 여부와 보장 범위 확인.  

[Check whether you have health insurance and what it covers.] 

 모든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개선. 

[Evaluate and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provided to all patients.] 

주법 및 연방법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Healthix에서 허용한 경우 귀하의 전자 건강정보는 NYULMC 의료 보험 

제도에서 다음 목적으로만 공개, 접근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State and Federal law and if permitted by Healthix, your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shall be 
disclosed, accessed and used by NYULMC healthcare insurance plans only to:] 

 의료 관리 활동 제공. 여기에는 적합한 진료 및 치료 받기,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여러 의료 서비스 제공 조율, 치료 

계획 준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Provide Care Management Activities. These include assisting you in obtaining appropriate medical care,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to you, coordinating the provision of multiple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to you, or supporting you in following a plan of medical care.] 

 품질 향상 활동 제공. 여기에는 귀하 및 모든 NYULMC 환자와 회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Provide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These include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provided 
to you and all NYULMC patients and members.] 

주: 이 동의서에서 선택한 내용으로 의료보험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치료비를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별도의 동의서에서 귀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The choice you make in this Consent Form does NOT allow health insurers to have access to your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deciding whether to give you health insurance or pay your bills.  You can make that choice in a 
separate Consent Form that health insurers must use.] 

2. 포함된 환자 정보 유형.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 HIE 참여자 및 Care Everywhere 제공자는 NYULMC HIE를 통해 제공되는 

귀하의 모든 전자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NYU Hospitals Center의 전 직원, 대리인 및 의료진은 Healthix를 통해 

제공되는 귀하의 모든 전자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동의서 날짜 이전 및 이후에 작성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귀하의 건강 기록에는 질병 또는 상해 이력(예: 당뇨, 골절 등), 검사 결과(예: X-레이, 혈액검사 등) 및 복용약 

목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은 민감한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으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What Types of Information About You Are Included.  If you give consent, the HIE Participants and Care Everywhere 
Providers may access ALL of your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the NYULMC HIE and all employees, 
agents and members of the medical staff of NYU Hospitals Center may access ALL of your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Healthix. This includes information created before and after the date of this Consent Form. Your health 
records may include a history of illnesses or injuries you have had (like diabetes or a broken bone), test results (like X-
rays or blood tests), and lists of medicines you have taken.  This information may relate to sensitive health condi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문제  정신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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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ohol or drug use problems]  [Mental health conditions] 

 산아 제한 및 유산(가족 계획) 

 [Birth control and abortion (family planning)] 

 HIV/AIDS 
 [HIV/AIDS] 

 유전적 질병 또는 검사 

 [Genetic (inherited) diseases or tests] 

 성병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3. 귀하의 건강정보 출처. 귀하의 정보는 귀하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 보험을 제공한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정보 출처”). 

여기에는 병원, 의사, 약국, 임상 검사실, 의료보험사,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및 기타 전자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교환하는 

ehealth 조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신 HIE 정보 출처 전체 목록은 NYU Hospitals Center 또는 귀하의 HIE 참여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보 출처 목록은 NYULMC HIE 웹사이트(http://health-

connect.med.nyu.edu/)에서 언제든지 입수할 수 있습니다. NYULMC HIE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다음 주소( NYU 

Langone Medical Center, Privacy Officer, One Park Ave, 3
rd

 Floor, New York, NY 10016)로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 212-404-4079)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신 Healthix 정보 출처 전체 목록은 Healthix에서 볼 수 있으며 Healthix 

웹사이트(http://www.healthix.org)를 방문하거나 Healthix에 전화(877-695-4749)하여 언제든지 입수할 수 있습니다. 

 
[Where Health Information About You Comes From. Information about you comes from places that have provided you 
with medical care or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Sources”).  These may include hospitals, physicians, pharmacies, 
clinical laboratories, health insurers, the Medicaid program, and other ehealth organizations that exchange health 
information electronically. A complete list of current HIE Information Sources is available from NYU Hospitals Center or 
your HIE Participant health care provider, as applicable. You can obtain an updated list of Information Sources at any 
time by checking the NYULMC HIE website http://health-connect.med.nyu.edu/.  You can contact the NYULMC HIE 
Privacy Officer by writing to: NYU Langone Medical Center, Privacy Officer, One Park Ave, 3

rd
 Floor, New York, 

NY 10016 or calling: 212-404-4079.  A complete list of current Healthix Information Sources is available from 
Healthix and can be obtained at any time by checking the Healthix website at http://www.healthix.org or by 
calling Healthix at 877-695-4749.] 

 

4. 귀하가 동의한 경우 귀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귀하의 치료에 관여한 승인된 HIE 참여자 또는 Care Everywhere 

제공자의 의료진에 속한 의사 및 기타 의료서비스 제공자, 승인된 HIE 참여자 또는 Care Everywhere 제공자의 의사를 

대신하거나 대기 중인 의료서비스 제공자, 품질 개선 또는 의료 관리 활동에 관여한 담당 직원, 그리고 위의 제 1단락에서 

설명한 대로 본 동의서에서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는 승인된 HIE 참여자 또는 Care Everywhere 제공자의 직원만이 귀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Who May Access Information About You, If You Give Consent.  Only these people may access information about 
you: doctors and other health care providers who serve on the medical staff of an approved HIE Participant or Care 
Everywhere Provider who are involved in your medical care; health care providers who are covering or on call for an 
approved HIE Participant or Care Everywhere Provider’s doctors; designated staff involved in quality improvement or 
care management activities; and staff members of an approved HIE Participant or Care Everywhere Provider who carry 
out activities permitted by this Consent Form as described above in paragraph one.]  

 

5. 정보에 부적절한 접근 또는 이용에 대한 처벌. 귀하의 전자 건강정보를 부적절하게 접근 또는 이용할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귀하가 

귀하의 기록을 접근하도록 승인한 HIE 참여자 또는 Care Everywhere 제공자에게 알리거나, NYULMC HIE 

웹사이트(http://health-connect.med.nyu.edu/)를 방문하거나, NYS 보건 부서(877-690-2211)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Healthix를 통해 그렇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Healthix 

(877-695-4749)로 전화하거나 Healthix 웹사이트(http://www/healthix.org)를 방문하거나 NYS 보건 부서(877-690-2211)로 

전화하십시오. 

[Penalties for Improper Access to or Use of Your Information. There are penalties for inappropriate access to or use 
of your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If at any time you suspect that someone who should not have seen or gotten 
access to information about you has done so, call one of the HIE Participants or Care Everywhere Providers you have 
approved to access your records; visit the NYULMC HIE website: http://health-connect.med.nyu.edu/ or call the NYS 
Department of Health at 877-690-2211. If at any time you suspect that someone should not have seen or gotten access 
to information about you has done so through Healthix, call Healthix at: 877-695-4749; or visit Healthix’s website: 
http://www/healthix.org; or call the NYS Department of Health at 877-690-2211.] 

6. 정보 재공개. 귀하에 대한 모든 전자 건강정보는 HIE 참여자 또는 Care Everywhere 제공자가 주 및 연방의 법과 규범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재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건강정보가 종이 양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의 #2에 명시된 대로,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 민감한 건강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전자 건강정보는 NYULMC 

http://health-connect.med.nyu.edu/
http://health-connect.med.nyu.edu/
http://www.healthix.org/
http://health-connect.med.nyu.edu/
http://www.healthix.org/
http://health-connect.med.nyu.edu/
http://www/healthix.org
http://health-connect.med.nyu.edu/
http://www/healthi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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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 및 Healthix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 및 연방 법에서는 (i) 특정 제공자에 의한 건강 상태 진단, 치료 또는 

검사, (ii) HIV/AIDS, (iii) 정신 질환, (iv)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v) 약물 남용 및 (vi)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일부 민감한 

건강정보에 대해 특별한 보호 요구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 요구사항은 이러한 종류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받을 

때마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건강 정보 교환을 통해 이 정보에 접근하는 NYULMC HIE, Healthix, Care Everywhere 

제공자 등은 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Re-disclosure of Information.  Any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about you may be re-disclosed by an HIE Participant  
or Care Everywhere Provider to others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state and federal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also 
true for health information about you that exists in a paper form.  As stated in #2 above, if you give consent, ALL of your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health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NYULMC HIE and 
Healthix.  Some state and federal laws provide special protections for some kinds of sensitive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related to: (i) your assessment, treatment or examination of a health condition by certain providers; (ii) 
HIV/AIDS; (iii) mental illness; (iv)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v) substance abuse; and (vi) 
predisposition genetic testing. Their special requirements must be followed whenever people receive these kinds of 
sensitive health information.  The NYULMC HIE, Healthix and persons, including Care Everywhere Providers, who 
access this information through these health information exchanges must comply with these requirements.] 

7. 유효 기간. 본 동의서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는 날까지, NYULMC HIE가 운영을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귀하의 사망 후 

50년까지 중에서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Effective Period.  This Consent Form wi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day you withdraw your consent or until such time the 
NYULMC HIE ceases operation, or until 50 years after your death, whichever is later.] 

8. 동의 철회. 귀하는 새 동의서에 서명하고 동의 거부를 선택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NYULMC HIE 웹사이트(http://health-connect.med.nyu.edu/)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한 후 팩스(917-829-

2096)로 보내거나 의료 제공자에게 제출하십시오.  

[Withdrawing Your Consent.  You can withdraw your consent at any time by signing a new Consent Form and selecting 
I DENY CONSENT.  You can get these forms on the NYULMC HIE website http://health-connect.med.nyu.edu/.  Once 
completed please fax to 917-829-2096 or submit to your provider.] 
 

주: NYULMC HIE 및/또는 Healthix 를 통해 귀하의 건강정보에 접근하는 Care Everywhere 제공자를 포함하여 모든 

기관들은 귀하의 동의가 유효할 때 자체 의료 기록에 귀하의 정보를 복사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나중에 동의 

철회를 결정한 경우에도 그들은 자체 기록에서 귀하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Note: Organizations, including Care Everywhere Providers, that access your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e 
NYULMC HIE and/or Healthix while your consent is in effect may copy or include your information in their own 
medical records.  Even if you later decide to withdraw your consent, they are not required to return it or remove 
it from their records.] 

9. 선택 거부(확인란에 표시하지 않음). 귀하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인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뉴욕주 법에서는 응급 시 

귀하를 치료하는 담당자들이 NYULMC HI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을 포함해 귀하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옵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뉴욕주 법에서 허용하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기록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Refusing to Check a Box (make a choice). Unless you check the “I DENY CONSENT” box, New York State law allows 
the people treating you in an emergency to get access to your medical records, including records that are available 
through the NYULMC HIE.  If you do not make a choice, the records will not be shared except in an emergency as 
allowed by New York State Law.] 

10. 양식 사본. 귀하는 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사본을 보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Copy of Form. You are entitled to get a copy of this Consent Form after you sign it.] 

11. 동의 거부에 따른 위험. HIE 참여자 및 Care Everywhere 제공자가 NYULMC HIE 및 Healthix를 통해 귀하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전 진료 시 확보된 귀하에 대한 중요한 건강정보에 

시의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http://health-connect.med.nyu.edu/
http://health-connect.med.ny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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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of Denying Consent.  If you deny consent for HIE Participants and Care Everywhere Providers to access your 
information through the NYULMC HIE and Healthix, your healthcare providers may not be able to access critical health 
information about you, obtained during a prior encounter, in a timely manner.] 

 

 

 

 

 



건강정보 교환, 

CARE EVERYWHERE 및 HEALTHIX 

동의서 

[HEALTH INFORMATION EXCHANGE, 
CARE EVERYWHERE AND HEALTHIX 

 CONSENT FORM] 
 
귀하는 본 동의서에서 NYU Langone Medical Center Health Information Exchange(이하 “NYULMC HIE”) 

웹사이트(http://health-connect.med.nyu.edu/)에 나와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HIE 참여자”) 및 치료 목적으로 귀하의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비 NYU 의료서비스 제공자(“Care Everywhere 제공자”)가 NYULMC HIE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귀하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are Everywhere 

제공자에게 NYULMC HIE를 통해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귀하가 HIE 참여자의 환자였으며/이며 해당 

정보는 요청 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가 의료서비스를 받은 다른 여러 곳에 있는 의료 기록을 

수집하고 귀하를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방식으로 의료 기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 this Consent Form, you can choose whether to allow the health care providers listed on the NYU Langone Medical Center 
Health Information Exchange (“NYULMC HIE”) website http://health-connect.med.nyu.edu/ (“HIE Participants”) and non-NYU 
health care providers who may request access to your medical records for purposes of current treatment (“Care Everywhere 
Providers”) to obtain access to your medical records through a computer network operated by the NYULMC HIE. In order for 
a Care Everywhere Provider to know that information may be available through the NYULMC HIE, you must tell them that 
you were/are a patient of an HIE Participant and that such information may be available upon request. This can help collect 
the medical records you have in different places where you get health care, and make them available electronically to the 
providers treating you.]     
 

또한 귀하는 본 동의서를 사용하여 NYU Hospitals Center의 직원, 대리인 또는 의료진이 건강정보 교환 시스템인 Healthix 

또는 뉴욕주에서 인정한 비영리 조직인 RHIO(Regional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를 통해 귀하의 전자 건강 기록을 

조회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가 의료서비스를 받은 다른 여러 곳에 있는 

의료 기록을 수집하고 귀하를 치료하는 제공자가 전자 방식으로 의료 기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귀하가 

환자 또는 회원으로 있는 NYU Langone Medical Center 프로그램에서 Healthix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는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신 Healthix 정보 출처 전체 

목록은 Healthix에서 볼 수 있으며 Healthix 웹사이트(http://www.healthix.org)를 방문하거나 Healthix에 전화 

(877-695-4749)하여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ealthix 웹사이트에서 이 목록을 

인쇄해 드릴 것입니다.  

 
[You may also use this Consent Form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llow employees, agents or members of the medical staff of 
NYU Hospitals Center to see and obtain access to your electronic health records through Healthix, which is a Health 
Information Exchange, or Regional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 (RHIO), a not-for-profit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state of New York. This can also help collect the medical records you have in different places where you get healthcare, and 
make them available electronically to the providers treating you. This consent also gives your permission for any NYU 
Langone Medical Center program in which you are a patient or member, to access your records from your other healthcare 
providers authorized to disclose information through Healthix.  A complete list of current Healthix Information Sources is 
available from Healthix and can be obtained at any time by checking the Healthix website at http://www.healthix.org or by 
calling Healthix at 877-695-4749.  Upon request, your provider will print this list for you from the Healthix website.]  
 

귀하의 선택은 치료 또는 의료 보험 보장 범위를 받을 수 있는 귀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동의 또는 거부가 

의료서비스의 거부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YOUR CHOICE WILL NOT AFFECT YOUR ABILITY TO GET MEDICAL CARE OR HEALTH INSURANCE COVERAGE.  
YOUR CHOICE TO GIVE OR TO DENY CONSENT MAY NOT BE THE BASIS FOR DENIAL OF HEALTH SERVICES.] 
 

NYULMC HIE 및 Healthix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안전하게 공유합니다. 

이러한 공유를 ehealth 또는 건강정보기술(헬스 IT)이라고 부릅니다. 뉴욕주의 ehealth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Better 

Information Means Better Care(고급 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브로셔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거나 웹사이트(www.ehealth4ny.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NYULMC HIE and Healthix share information about people’s health electronically and secur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This kind of sharing is called ehealth 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IT). To learn more about 
ehealth in New York State, read the brochure, “Better Information Means Better Care.” You can ask your health care provider 
for it, or go to the website www.ehealth4ny.org.]  
 

http://health-connect.med.nyu.edu/
http://health-connect.med.nyu.edu/
http://www.healthix.org/
http://www.healthix.org/
http://www.ehealth4ny.org/
http://www.ehealth4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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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전에 정보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PLEASE CAREFULLY READ THE INFORMATION ON THE FACT SHEET BEFORE MAKING YOUR DECISION.] 
 

동의 선택. 본 양식은 지금 작성하거나 나중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또는 2 확인란에 표시하십시오. 

[Your Consent Choices. You can fill out this form now or in the future. You have the following choices: 

Please check one box  below:] 

 

1. 응급 치료를 포함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정보 안내서에서 설명하는 허용된 목적을 위해 NYULMC HIE 

웹사이트에 등재된 모든 HIE 참여자와 Care Everywhere 제공자가 NYULMC HIE를 통해 내 전자 건강정보를 

모두 접근하는 데 동의하며 NYU Hospitals Center의 모든 직원, 대리인 및 의료진이 HEALTHIX를 통해 내 전자 

건강정보를 모두 접근하는 데 동의합니다. 

 
[1.  I GIVE CONSENT to ALL of the HIE Participants listed on the NYULMC HIE website and Care 
Everywhere Providers to access ALL of my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e NYULMC HIE and I 
GIVE CONSENT to ALL employees, agents and members of the medical staff of NYU Hospitals Center to 
access ALL of my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through HEALTHIX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permitted 
purposes described in the fact sheet, including providing me any health care services, including emergency 
care.] 
 

2. 응급 상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NYULMC HIE 웹사이트에 등재된 모든 HIE 참여자와 Care Everywhere 

제공자가 NYULMC HIE 또는 HEALTHIX를 통해 내 전자 건강정보에 접근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2.  I DENY CONSENT to ALL of the HIE Participants listed on the NYULMC HIE website and Care 
Everywhere Providers to access my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e NYULMC HIE or HEALTHIX for 
any purpose, even in a medical emergency.] 

 

주: 귀하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인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뉴욕주 법에서는 응급 시 귀하를 치료하는 의사가 NYULMC 

HI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을 포함해 귀하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옵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뉴욕주 법에서 허용하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기록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NOTE: UNLESS YOU CHECK THE “I DENY CONSENT” BOX, New York State law allows the people treating you in 
an emergency to get access to your medical records, including records that are available through the NYULMC HIE.  
IF YOU DON'T MAKE A CHOICE, the records will not be shared except in an emergency as allowed by New York 
State La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이름(정자체)      환자 생년월일 

[PRINT Name of Patient]      [Patient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 서명    날짜 

[Signature of Patient or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정 대리인의 이름(정자체) (해당되는 경우)   법정 대리인과 환자의 관계(해당되는 경우) 

[Print Name of Legal Representative (if applicable)]  [Relationship of Legal Representative  
        to Patient (if applicable)] 
 
 
 
 

 

 



 

 

 

환자 주소 업데이트 양식 [PATIENT UPDATED ADDRESS FORM] 
 

 
날짜 [DATE]:    

 

이름 [NAME]:    
 

생년월일 [DOB]:    
 
 
 
 
 

본인[I] 은(는) 본인의 이전 주소가 다음이었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verify that my previous address was]: 
 
 
 
 

 

 
 

 

 
 

 

 
 
 

현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I now reside at]: 
 
 
 
 

 

 
 

 

 
 

 

 
 
 
 

 

 

환자 서명 [Patient’s Signature] 
 
 
 

Change of Address Form 



 
 
 
 
 

약국 정보 

새로운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인 Epic을 설치하여 이 진료소에는 의사가 전자 방식으로 처방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은 귀하가 선택한 약국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더 이상 손으로 작성한 처방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처방약 리필이 소진된 경우 약사는 의사 진료소에 전자 방식으로 처방전 갱신에 대한 

승인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 규제 약물은 전자 방식으로 처방전을 내릴 수 없습니다. 

 
 

환자 

이름: 

전자 처방전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아래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검사실 정보 
아래 옵션 중에서 귀하가 선호하는 검사실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일부 의료 보험에서는 환자가 지정된 검사실을 

이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의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서 지불 책임이 환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검사실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하십시오. 검사실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검사실 

검사는 NYU  검사실을 기본으로 합니다. 
 
 
 
 

외부 검사실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대체 약국 

약국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호 약국 

약국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LabCorp  
Quest Labs  

NYU Lab  
기타 외부 검사실  

 



Pharmacy and Lab information Form Revised 8/19/10 



NYU Faculty Group Practice 
비참여 의료 보험/성형/자기 부담/비보장 서비스 

선불 재정 확인서 

[NYU Faculty Group Practice 
Non-Participating Plans/Cosmetic/Self-Pay/Non-Covered Services 

Pre-Payment Financial Acknowledgment Form] 
 
 
 

날짜 [Date]: 환자 이름 [Patient Name]: 

환자 MR # [Patient MR #]: 의사 [Physician]: 

예상 서비스 날짜 [Expected Date of 
Service]: 

예상 요금 [Estimated Cost]: 

예약금 금액 [Deposit Amount]: 의료 보험 [Insurance Plan]: 

 
 

 
 

본인은 NYU Faculty Group Practice로부터 의사가 본인의 의료 보험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본인이 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예상 요금을 선납해야 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상기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으며 의사 서비스에 대한 총 예상 

비용을 제공받기로 선택합니다. 위의 견적 금액은 예상 금액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이 예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 서비스(방사선, 마취, 
병리학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청구서는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전달될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 본인에게 청구되고 본인이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I have been advised by the NYU Faculty Group Practice that my physician does not participate 
with my insurance plan and therefore, I wi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cost of services and am 
expected to pay the estimated fee in advance. I am choosing to have the above services 
rendered and have been provided with an estimate of the total cost for my physician’s services. 
I am aware that the amount quoted above is an estimate and that actual charges may vary. I 
also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additional costs for ancillary services (radiology, anesthesia, 
pathology, etc.) that are not included in this estimate. A courtesy claim will be sent to my 
insurance carrier on my behalf.* I will be billed for and responsible for any remaining balances.] 

 
 
 
 

Non-Par/Self Pay Surgery Financial Disclosure Revised: 5-2-12 

재정적 동의 [FINANCIAL AGREEMENT] 



 

모든 잔액은 NYU로부터 명세서를 수령한 즉시 지급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that all balances are due upon receipt of statement from NYU.] 

 
위의 정보를 읽었으며 본인의 재정 책무를 이해합니다. 
[I have read the above information and I understand my financial obligations.]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보험회사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본인은 NYU Faculty Group Practice에 즉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If my insurance carrier sends payment to me for the service I will immediately remit the payment to the NYU 
Faculty Group Practice.] 

 
 
 
 
 
 
 
 
 
 
 
 
 
 
 
 
 
 
 
 
 
 
 
 
 
 
 
 
 
 
 
 
 
 
 

 
Non-Par/Self Pay Surgery Financial Disclosure Revised: 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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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처방전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아래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검사실 정보
	비참여 의료 보험/성형/자기 부담/비보장 서비스 선불 재정 확인서
	Non-Participating Plans/Cosmetic/Self-Pay/Non-Covered Services Pre-Payment Financial Acknowledgment 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