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환자 인구통계학 
 

 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중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SN)                 (생년월일) 

 

 보증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중간)                       (SSN)                    (생년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리)                                 (도시)                             (주)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과거에 Novant Health, Inc. 시설(예: Novant Medical Group, Presbyterian Hospital, Brunswick Community Hospital, Thomasville Medical 

Center, Forsyth Medical Center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으십니까?_____ 예 _____ 아니요.  

"예"일 경우 신청일이나 승인일은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 
 

II. 가구 정보 
결혼 유무 (동그라미 표시) 기혼 미혼 별거 중 가구 내 총원 

    

부양자 이름 부양자 생년월일 

  

  

III. 고용/소득 

환자/보증인 고용주: 

월 총 소득액 $ 

소득원-현재 상황에 대한 확인 또는 설명을 첨부해 주십시오 

배우자 또는 기타 소득원 및 월 총소득액 $ 

연간 가구 총 소득액 $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부양하십니까?  

거래 중인 은행 계좌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세금 신고를 했습니까?  

IV. 보험 확인 

귀하의 고용주는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까?  예 아니요 

건강 보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보험사 이름: 

직업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지난 90 일 기간 안에 실직한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마지막 고용주 이름 및 고용일: 
 

고용주 지원 보험사 이름 기입: 
 

COBR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제공한 정보는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진실하며 완전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허위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됨을 
이해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연방법과 주법을 준수하여 비용을 청구 및 추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도록 허가합니다. 심사 전 소득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소득 증빙에는 급여명세서, 전년도 세금 신고 사본 또는 현재 급여와 종사 시간이 명시된 고용주가 보낸 서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보증인 서명: 날짜: 
 

연방 빈곤선 %: 판정 기준: 
 

의견/요약: 
 
 
 

면담자 서명 
 
 

날짜: 

관리자 서명 
 
 

날짜: 승인됨 거부됨 

책임자 서명 
 
 

날짜: 승인됨 거부됨 

EVP/VP 서명 
 
 

날짜: 승인됨 거부됨 

작성 신청서 보낼 곳: Novant Health, ATTN: Financial Assistance, PO BOX 11549, Winston Salem, NC 27116 

담당자 기입란   

환자 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W/O 금액 $______________________ 

S/A 결과: ________h/h $ ____________ 

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d. Rec.#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