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plicity Health란 무엇입니까?
Simplicity Health는 다음과 같은 일하는 성인들에게 탁월한 주치의료 서비스를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제공합니다:

• 메디케이드 비 대상자,

•  일을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  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과 공제금이 높아서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

Simplicity Health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Simplicity Health의 우선적인 목적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임상 질환에 대하여, 일차 진료, 예방, 

질병관리를 진행하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Simplicity Health clinics에서 제공하는 일차진료를 넘어서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실무자들이 도와드립니다. 

Simplicity Health clinics의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보건이 커뮤니티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implicity Health clinics 사이트는 서비스 대상 집단을 적시하고 

보완하여 간호와 교육이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언어로 제공되고, 문화적으로도 섬세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환자들은 $40를 지불하면 정규적인 중요 진료와 기본적인 행동건강 서비스, 그리고 교육 그룹 회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40 회비는 4주 마다 갱신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Simplicity Health가 응급 진료 클리닉은 아니지만 정규 클리닉 환자가 아닌 사람도 당일 약속에 의한 질환 진료 

방문이 가능합니다.

HEALTHSimplicity

Simplicity Health의 시행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비스는 다음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Sterling 
46440 Benedict Dr., Suite 208  
Sterling, VA 20164  
571.665.6500

Alexandria 
4700 King St., Suite 100  
Alexandria, VA 22302  
571.665.6610

Annandale 
7617 Little River Tnpk., Suite 850  
Annandale, VA 22003  
571.665.6620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571.665.6590  inova.org/simplicityhealth

우수하고 적정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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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iscrimination Statement

As a recipient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nova Health 
System (“Inova”) does not exclude, deny benefits to, or 
otherwise discriminate against any pers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age in admission 
to, participation in, or receipt of the services or benefits under 
any of its programs or activities, whether carried out by Inova 
directly or through a contractor or any other entity  
with which Inova arranges to carry out its programs  
and activities.  

Interpreter Services are available at no cost to you. Please let 

Atención: Si usted habla español, tiene a su disposición 
servicios gratuitos de asistencia con el idioma. Por favor 
infórmele a nuestro personal sobre sus necesidades para 
lograr una comunicación efectiva.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면 무료 언어 도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 실무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注意：如果你說中文，可以向你提供免費語言協助服務。請讓
我們的員工了解你的需求以進行有 效溝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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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therwise discriminate against any pers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age in 

carried out by Inova directly or through a contractor or any other entity with which Inova arranges to carry out its 
programs and activities.

Interpreter Services are available at no cost to you. Please let our staff know of your need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