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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모든 환자가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가 병원 시설가 제공하가 필요한 응급조치 및 기타 

의학적으로 가가가 보건 가가가가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가가 데 목가가 가가가가. 가 정책가 가가가 내용은 등가 
과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가 가가 가가가 인쇄된 언어 외 가가가 가가가가 사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전달할 가 가가가 가가 노가가 가가가 것입가가. 

 
드가가 심장 가 폐 센터가 뉴저가가가 가가 가가 가가가가가가가, 가가, 성, 가 가가가, 피부색, 신념, 가가, 

연령, 가가, 가가, 가가 가가가 차별가 두가 않고 후천가, 선가가 가가가, 가가가, 혈가 가가 가가가 앓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줄가가 가가가가 위해 가가가가가가가. 가 가가가 1922년 "가가가 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 가가 93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재단)가 가가 가가 활동가 벌가 결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 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작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가 발송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가 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직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대가 가가가가가가 청구합가가. 그러나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가가 무가가가가가 가가 또가 가가가가가 가가 가가 당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주 프가가가가 가가가 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개가 가가 가/가가 가 가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미가 가 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납가가가 가가가가 징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덕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처리가 가 가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매가 
가가가가 승가가 가가가 가가가 변가가 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현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 가가 가가 가가가 PPACA(가가가가 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따가 가가 가 가가 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PPACA가 가가가 규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범가가 점가 증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계속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경가가 큽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 진가 가가가 
예가가가 가가가 가 가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PPACA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 가 가가 가가가가가 AGB(가가 가가가, IRS(가 가가가)가 가가가 섹션 
501r가 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가 바랍가가. 2015가 8월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 가 가가가 
AGB가 17.36%가가가.* 

 
가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 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A가 참가가가가가. 
 
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아가 가가가 가가가가 얻가 가 가가가가. 
 

• 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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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가가 가가(609-735-2960)가 가가가가가 가가가(PAS@deborah.org)가 가가가 가가 

 
• 가가 가가가 편가가 가가 가가 가가 

 
 Deborah Heart and Lung Center 
 200 Trenton Road 
 Browns Mills, NJ 08015   
 가가: Patient Access Services(가가 가가가 가가) 

 
• 가가가 가가 웹 가가가(www.demanddeborah.org)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 12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순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 가가가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산출가 민가 가가가가가 더가가 가 값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 A: 
 
가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 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 카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루르가 가가가 가가(Lourdes Medical Center)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가(Diabetes Center at Deborah)가 
가가가 캠퍼가가가 각가 가가 곳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때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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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 특권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 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가가. 
 
Garden State Bariatrics & Wellness Center 
The Cardiovascular Center 
Garden State Heart Care 
Dover Cardiology 
Premier Heart 
Capital Health System 
Ocean County Foot and Ankle Surgical Associates P.C. 
Foot and Ankle Center of South Jersey 
The Foot and Ankle Group 
 
 
 
이 부록에 포함 된 정보는 2019 년 9 월 현재 마지막으로 검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