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F의 서비스 포함 내용:

• 성인을 위한 보건의료:
– 정기 신체검사, 진행 중인 건강 유지와 

점검(예: 정기적인 랩 검사, 처방약 리필, 
백신 접종, 건강 검진)

–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 만성병 관리(예: 당뇨병,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 전문의 추천과 기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진료 코디네이션
– 간호사 진료 관리
– 행동건강 관리 (예: 우울증, 불안)

• 어린이를 위한 보건의료:*
– 웰 차일드 방문
– 아파서 방문
– 학교와 스포츠 신체검사
– 홈 터모로우 방문은 최근 퇴원한 신생아 

대상 빌리루빈 검사
– 어린이 예방접종 (미국 소아과학회 현행 

지침의 권장내용에 따름)
• 메디케이드와 재정보조(자선 진료) 신청 도움

*모든 장소에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자격

저희 클리닉은 다음 플랜과 지불 종류를 접수합니다: 
• 메디케이드
• 메디케이드 MCO, 카이저 플랜 제외
• FAMIS 플랜
• 보류 중인 메디케이드(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받

아야 함)
• Inova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받아야 함) 
• 개인부담

 
메디케이드와 자선진료 등록

저희 건강 커뮤니티 파트너십의 단체와 밀접하게 
협업하여, 저희 팀은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등록 신청 절차에 도움을 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는 환자를 위해서 저희는 환자와 함께 자선 진료를 
알아볼 것입니다. 

클리닉 방문 환자로서 두 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부담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클리닉 가운데 한 곳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Inova Cares Clinic for Families (ICCF)은 북부 버지니아 지역의 문화 다양성 커뮤니티에 
종합적인 일차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클리닉은 메디케이드, FAMIS 또는 Inova의 
재정보조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환자와, 모든 연령의 보험 미가입 환자에게 우리집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ova Cares Clinic for Families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ICCF 진료는 어떻게 성립시키나요?

클리닉에 전화하여 첫 번째 웰 어덜트 또는 

웰 차일드 방문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이드 또는 금전보조를 신청하시려면 

의료 방문 한 시간 전에 자격담당 근무자와 

약속을 하고 필요한 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진료방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클리닉에 전화하여 진료약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존 환자만 당일 방문 또는 질환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착은 언제 해야 하지요?

환자로 설정된 이후에는 예정된 약속시간보다 

적어도 15분 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담당 근무자와 약속시간 이전에 만나야 

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 시간 

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늦게 도착한다면?

15분 이상 늦게 도착한다면 저희는 귀하를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의료전문가 또는 이용 

가능한 약속시간 사정에 따라 만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Inova Cares Clinic for Families 장소

Alexandria
4700 King St., Suite 100
Alexandria, VA 22302
전화: 571.665.6599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00

Annandale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50
Annandale, VA 22003
전화: 571.665.6636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00

Manassas*
8051 Sudley Rd.
Manassas, VA 20109
전화: 571.719.4180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00

Sterling*
46440 Benedict Dr., Suite 208
Sterling, VA 20164
전화: 571.665.6526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00

모든 클리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성인과 어린이에게 모두 서비스하는 클리닉 장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inova.org/ICCF에 방문하거나 편리한 클리닉 
장소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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