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EMS 대원이 치료를 위해 도착했을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야 합니까?

로우돈 긴급 의료 서비스

EMS 제공자들은 서비스 제공 시점에서는 의료보험 정보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대금 지불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료보험 정보는 의료 서비스를 받은 시설을 통해 받습니
다.

수송 상환 프로그램
2014년 가을 시작

5. 사람들 또는 시설의 관리자로서
본인 관리하에 있는 사람이 911로 전화했을 경우 저 또는 저
의 조직에게 비용 환불 책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911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비용 지불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즉시 911로 연락해야 합니다. 긴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
우 교사, 코치, 시설관리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911로 전화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7. 자원봉자 구조대 (Volunteer Rescue Squads)는 계속 기부
가 필요합니까?
예. EMS 서비스 제공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 자원봉사 EMS 기관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
합니다.
8. 비용청구로 인해 기부 및 기금모금 또는 자원봉사 EMS 기
관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기관은 대부분 기금모금 및
기부금 모금에 영향이 없거나 아주 적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801 Sycolin Road, Suite 200
Leesburg, VA 20175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앰뷸런스 서비스는 긴급 의
료 서비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로우돈 카운티는 EMS 앰뷸
런스를 통한 수송 비용의 상환만 요청합니다. 사설 앰뷸런
스 또는 기타 서비스 공급자가 최초 병원에서 다음 병원으
로의 수송에 대한 별도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Loudoun County Department of Fire, Rescue
and Emergency Management

6. 911로 전화해서 어떤 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수송되었고, 이
후 사설 앰뷸런스로 또다른 병원으로 수송되었습니다. 제가
수송 비용을 두 번 내야 합니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703-737-8782
emscostrecovery@loudoun.gov
Visit the website at:
www.loudoun.gov/emsreimbursement

로우돈 카운티 주민 여러분,

자주 묻는 질문 (FAQs)
주요 숙지 사항

로우돈 카운티의 긴급 의료 서비스 운송비용 상환 프로그램
(Emergency Medical Services Transport Reimbursement



1.왜 로우돈 카운티가 EMS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받으려고 합니까?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수송되면 보험회사,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에게 우선 대금 청구됩니다. 이후 서

Program)이 2014년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금이 청구됩니
다.

로우돈 카운티의 화재 및 구난 시스템(Fire and Rescue System)은 카운티의 주민과 방문자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긴급 의



료 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 EMS)를 제공하고자

운티는 대금 지불을 추심하지 않을 것이며, 부채수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EMS 서비스는 전문

업체에 넘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긴급 의료 운송 서비

인력 및 자원봉사인력을 포함하는 복합 시스템이며, 하루 24

스의 이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

시간 쉬지 않고 최선의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우돈 카운티의 긴급 의료 서비스 운송비용 상환 프로그램은

은 없을 것입니다.



환자가 수송되지 않았다면 긴급 치료에 대해서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주민들의 건강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
다.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민들의 직접 부담을 덜어 드리고,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지불하지 못할 경우, 카





앰뷸런스 비용 회수 (Ambulance Cost Recovery)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앰뷸런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상환 받는 과정입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및 대부분의 개인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또는 주택소유주보험)은 이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우돈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동 서비스의 제공에 대
한 비용을 상환받고, 이는 다시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인력으로 복합
구성된 화재, 구난 및 긴급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를 일부 지불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우돈 카운티는 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립하는 성문 조례 911 의 채용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주 성문 제 32.1-111.14 항은 긴급 서비스 운송
에 대해 카운티가 비용청구를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로우돈 카운티의 화재-구조 시스템 직원들은 건강 보

2.메디케어가 EMS운송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까?

제공된 긴급 서비스의 등급에 바탕을 두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

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안 (Health Insurance Porta-

입니다.

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 기준을 철저히 준

예. 메디케어는 운송비용에 대한 메디케어 인정 비용 및 마일리지의 80%를
지하며, 이는 이용한 수송 서비스가 메디케어가 정의한 '의료적으로 필요한

수하여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계속 노력할 것입니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기금은 자원봉사 업체를 포함한 화재-구난

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HIPPA 의무사항을 확실히

시스템으로 전액 재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훈련, 도구, 특수 장

준수할 것입니다.

3.이 서비스의 현재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 및 지원 인력을 충당할 수 있으며, 충분한 역량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최선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고 있습니다.

기본 생명 지원 (BLS, Basic Life Support, BLS)
복합 생명 지원 1 (ALS1, Advanced Life Support, Level 1)
복합 생명 지원 2 (ALS2, Advanced Life Support, Level 2)
마일당 마일리지 (왕복 수송)

감사합니다.

Loudoun County Department of Fire, Rescue and EmergencyManagement

저희는 로우돈 카운티의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자부심
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하

화재-구난 시스템은 EMS 운송비용 상환 프로그램으로 인해
로우돈 EMS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변화가 생
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과 방문자들에게 보장해 드립
니다.

801 Sycolin Road, Suite 200
Leesburg, VA 20175

W. Keith Brower, Jr.
Fire-Rescue Chief

Loudoun
Combined
System

County
Fire-Rescue

예: ALS1 수송비: $ 660.00
 메디케어 2014년 한도: $ 417.24 x 80% = $333.79
 환자 한도액 중 20% = $83.45
예: 마일리지 비용: $11.00 / 수송 마일
 메디케어 2014년 한도액: $ 7.16 x 80% = $ 5.73

$467.00
$660.00
$660.00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