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조제도 (BC PharmaCare)
BC PharmaCare 는 자격 있는 비씨 주민의 일부 처방약과 의료 용품의 비용을 보조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사, 외과전문의,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검안의나 발 전문치료사가 처방한 대부분의 의약품
• 지정된 영구 인공 기기
• 지정된 어린이 교정 장치
•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바늘, 주사기, 혈당측정용지와 인슐린 펌프용품
• 일부 인공항문 용품
• 비씨 금연 프로그램에 따라 받는 지정된 니코틴 대체요법 치료 제품과 금연 처방약
• 약사의 처방전 갱신이나 변경에 따른 비용
당신이 보조 받을 자격이 있다면, 의약품에 대한 PharmaCare 부담분은 약 구입 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당신은 보조되지 않는 부분만 지불합니다. 인공기기나 교정장치 같은 일부 항목은
당신이나 공급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PharmaCare 에는 7 가지의 플랜이 있습니다:
Fair PharmaCare: 소득에 따른 보조로 가장 많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플랜
Plan B: 허가받은 거주시설의 영구 거주자 대상 플랜
Plan C: 주 정부에서 소득 보조를 받는 개인 대상 플랜
Plan D: 낭포성 섬유증 치료소에 등록된 개인 대상 플랜
Plan F: 아동과 가족 개발부의 At Home Program 을 통해 의료나 전반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
대상 플랜
Plan G: 의료비가 치료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이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센터의 고객 대상 플랜
BC Palliative Care Benefits Program: 집에서 말기 환자 간병을 받는 환자 대상 플랜
Fair PharmaCare
간질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PharmaCare 는 Fair PharmaCare 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지의 나머지 부분은 이 플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다른 플랜에 대한 정보는:
www.health.gov.bc.ca/pharmacare/plans/index.html 에서 보십시오.
Fair PharmaCare 는 저소득 비씨 주민에게 대부분의 보조를 제공하지만, 어느 소득 수준의
가족에게도 과도한 의료비에 대해 보조합니다. Fair PharmaCare 의 보장을 받고 있다면, 공제액이라
알려진 한도까지는 당신이 약값 전액을 냅니다. 이 공제액은 순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일단
공제액만큼 지불하면, PharmaCare 가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 보장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플랜에는 또한 정부가 전적으로 당신을 돕기 전에 매년 가족이 내야 하는 최대 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금액만큼 내게 되면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보장되는 약값 100%를
지불합니다. 가족 최대 부담액은 순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아래 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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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are 는 보장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 2 년 전 소득신고 자료를 이용합니다.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수령금과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 소득은 순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당신이나 배우자가 1939 년이나 이전에 태어난 경우, 공제액에 도달하면 PharmaCare 가 보장비용의
75%를 지불합니다.
Fair PharmaCare 는 전년도에 순소득이 10% 이상 줄었고/거나 배우자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고
배우자 소득을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보다 많은 보조를 제공합니다.
또 PharmaCare 는 당신이 공제액이 있지만 해당 년도에 조기에 처방약값을 내기 어렵다면 월간 공제
지불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Fair PharmaCare 보장은 가족의 순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이 바뀌면 비씨 건강보험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이나 당신이 의료보험(MSP) 상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Fair PharmaCare 가 보장하는 의약품
캐나다에서 복용 승인된 대부분의 항경련제는 보장됩니다. 그러나, 케프라(Levetiracetam)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표명이 있는 약(brand name drug)도 대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품이 보장되지 않아도 의사가 PharmaCare 에 특별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복용 가능한 약품이 효력이 없거나 과민 반응이 있고 의사가 해당 약이 당신의 질병에 효과적이라
증거를 제시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Fair PharmaCare 자격과 등록
온전한 보장을 받으려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당신이 연간
10,000 불을 지불할 때까지 플랜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www.health.gov.bc.ca/pharmacare
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604-683-7151 이나 1-800-663-7100 에 전화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Fair PharmaCare 의 자격이 있으려면 의료보험(MSP) 보장이 있어야 하고, 2 년 전에 소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주: 2 년 전 캐나다에 소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PharmaCare 에 다른 소득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PharmaCare 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health.gov.bc.ca/pharmacare 에서 보시거나 비씨 건강보험
604-683-7151 또는 1-800-663-7100 로 전화하십시오. MSP 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본 협회 정보지 비비
주 의의의의(MSP) 개요를 보십시오.

월(eb/mc)
BC 간질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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