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vant Health 재정 지원 쉬운 말 요약서 

 

정책 요약 

Novant Health 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본 정책에 의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환자는 100% 할인 또는 무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선택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영어 및 기타 언어로 된 재정 지원 정책, 환자 부담금 

청구 및 추심 정책, 재정 지원 신청서 및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쉬운 말 요약서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Novant Health 웹사이트 

http://www.novanthealth.org/home/patients--visitors/your-

healthcare-costs/financial-assistance-for-the-uninsured.aspx 방문 

 다음 페이지에 나열된 주소의 Novant Health 병원 재정 상담 사무소 

방문. 재정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소비자 서비스 전화 1-844-266-8268 번에서 3 으로 

통화하여 무료로 정책 및 신청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다음 페이지에 나열된 번호의 Novant Health 병원 재정 상담사에게 

전화. : 
 

 

제가 수혜 자격이 있나요?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보험 환자이거나, 특정한 경우, 가입된 보험의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환자이어야 합니다.  

 의료비를 보장하는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이어야 합니다.  

 환자의 연 가족 소득이 당해 연도 연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3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환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주에 의한 건강보험을 거부하지 않은 환자이어야 합니다.  

 요건 비준수로 인해 정부 지원 보상에 부적격하지 않은 환자이어야 합니다.  



Novant 재정 지원 쉬운 말 요약서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긴급하거나 위급하다고 정의).  

 Novant Health 서비스 지역 내에 살고 있는 환자이어야 합니다.  

 지원서와 증빙 문서를 병원 업무 사무실이나 재정 상담 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승인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청 문서가 모두 접수되면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승인 또는 거부 안내장이 각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재정 지원 신청서와 문서는 6 개월마다 또는 

환자의 소득 또는 기타 주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 6 개월 기간 내 방문 시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제외사항: 

본 정책은 Novant Health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Novant 

Health 에 고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의사 또는 개업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취과 의사, 방사선전문의 및 병리학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응급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은 해당 진료가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된 

개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Novant Health Forsyth Medical 

Center 

3333 Silas Creek Parkway 

Winston-Salem, NC 27103 
 

(336) 718-5393 

Novant Health Clemmons Medical 

Center 

6915 Village Medical Circle 

Clemmons, NC 27012 
 

Novant Health Kernersville Medical 

Center 

1750 Kernersville Medical Parkway 

Kernersville, NC 27284 
 

Novant Health Medical Park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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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S Hawthorne Rd 

Winston-Salem, NC 27103 
 

 
 

Novant Health Thomasville Medical 

Center 

207 Old Lexington Rd 

Thomasville, NC 27360 
 

Novant Health Rowan Medical Center 

612 Mocksville Ave 

Salisbury, NC 28144 

Novant Health Presbyterian Medical 

Center 

200 Hawthorne Ln 

Charlotte, NC 28204 

(704) 384-0539 

Novant Health Matthews Medical 

Center 

1500 Matthews Township Parkway 

Matthews, NC 28105 
 

Novant Health Huntersville Medical 

Center 

10030 Gilead Rd 

Huntersville, NC 28078 
 

Novant Health Charlotte Orthopedic 

Hospital 

1901 Randolph Rd 

Charlotte, NC 28207 
 

Novant Health Brunswick Medical 

Center 

240 Hospital Dr NE 

Bolivia, NC 28422 

Novant Health Prince William Medical 

Center 

8700 Sudley Rd 

Manassas, VA 20110 
 

(703) 369-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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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nt Health Haymarket Medical 

Center  

15225 Heathcote Blvd 

Haymarket, VA 20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