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용의 재정적 지원 (Financial Help for Medical Costs)

아래에 의료 관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 Persons with Disabilities Benefit (PWD)

는 비씨 사회개발부(MSD)가 관장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중대한 신체적과/또는 정신적 장애가 적어도 2 년
이상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또 다음 요건에 맞는 비씨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고
• 일상 생활에 타인, 보조기구나 동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취업 하기가 불가능하며
• 18 세 이상
PWD 혜택에는 다음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재정 지원과 주거 지원
• 공제 없는 의료보험(MSP)과 의약품 보조(PharmaCare) 혜택 그리고 치과치료, 눈 검사와 의료 기기에 대한 보장
• 값싼 연간 버스 이용권
혜택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로 당신이 독신이고 월 소득이 906 불이 넘으면, 대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저축이 5000 불 이상이면 안됩니다. 그러나, 사는 집과 차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월 근로소득이 800 불까지
있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족이나 룸메이트와 사는 장애인도 독신으로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살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혜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비씨 고용과 지원 프로그램(BCEA 보통 사회 지원 또는 복지라 하는)에 신청해야 합니다. BCEA
승인을 받고 담당자(caseworker)가 당신이 PWD 혜택 자격이 있으리라 생각하면 신청서를 줍니다.
BCEA 신청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와 MSD 사무실에서 만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사무소 위치나 연락 정보는 Service BC
604-660-2421 또는 1-800-663-7867 로 전화하십시오.
www.hsd.gov.bc.ca/pwd.htm 에서 PWD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와 신청서 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에 대개 36 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PWD 신청서 작성과 거절에 항소하기 위해 전화나 대면으로 일대일 도움을 받으려면 BC Coali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에 연락하십시오. Website: www.bccpd.bc.ca 전화: 604-872-1278 또는 1-800-663-1278
주:PWD 혜택 신청자가 5000 불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이를 보호하면서 PWD 혜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신탁 설립 방법에
대해 Planned Lifetime Advocacy Network (PLAN)에 문의하십시오. Website: www.plan.ca Phone: 604-439-9566
PWD

At Home Program (AHP)

이 프로그램은 비씨 아동과 가족개발부가 관장합니다. 이는 장애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비용의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가 비씨 주민이고 부모나 후견인과 살며 일상 생활의 4 영역(식사, 옷 입기, 화장실 이용과 씻기) 중
적어도 3 영역에서 의존적이라 평가되면 대상이 되는데, 임시 위탁 혜택은 18 세 이하, 의료 혜택은 17 세 이하 아이에게
제공됩니다. 아이가 동년배 보다 일상 활동에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의존적이라 봅니다.
지원서와 정보는 www.mcf.gov.bc.ca/at_home 에 있습니다.

의료비용 세금 공제 (METC)

세금 신고 시 부양 배우자나 18 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를 포함 다양한 의료비를 공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가가
처방하고 청구를 뒷받침할 원본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할 비용은 청구 기간 중 지불했어야 하고, 보험회사, 직장
의료보험 등의 환불액은 청구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 1-800-959-8281 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cra-arc.gc.ca 에서 보십시오.

장애인 세금 공제 (DTC)

이는 장애인이나 돌보는 사람이 납부할 소득세를 줄여주나 환급은 받을 수 없는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공제액을 배우자나 다른 부양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 1-800-959-8281 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cra-arc.gc.ca 에서 보십시오.

등록된 장애인 저축 (RDSP)

이는 장애인과 가족이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여액에 맞춰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고 저소득 가정은 추가 보조금을 받으며, 투자 수익은 출금 시까지 면세 됩니다. 장애인 세금공제(DTC) 자격이 있어야
RDSP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 1-800-959-8281 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cra-arc.gc.ca 에서
보십시오.
Variety –

어린이 자선단체

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개별적 요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장비, 치료나 의료를 위한
여행경비를 보조합니다. 또 처방약 같은 의료비 때문에 당장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긴급대응자금을 제공합니다.
전화: 604-320-0505 웹사이트: www.variety.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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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NW Orphan’s Fund

저소득 가정의 장애 어린이를 위한 특수 장비, 치료와 캠프 비용 및 학자금을 제공합니다. 전화: 604-331-2711 웹사이트:
www.cknw.com/orphans/index.aspx

여행 경비 보조 프로그램 (TAP)

이 프로그램은 거주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긴급하지 않은 특수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주 안에서 여행해야 하나 여행 경비가
제삼자 보험이나 다른 정부 프로그램으로 보장되지 않는 자격 있는 비씨 주민에게 여행경비를 할인해 줍니다. MSP 보장을
받고 있고, 의사가 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의뢰를 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전화: 604-660-2421 또는 1800-663-7867 웹사이트: www.health.gov.bc.ca/tapbc/index.html
Hope Air

이는 거주지 밖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항공여행을 제공하는 비영리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전화: 1-877-346-4673 Website: www.hopeair.org
Shriners Care Cruiser

이는 Shriners Hospitals, BC Children’s Hospital, BC Women's Hospital 과 Health Centre, 그리고 Sunny Hill Hospital 에서
치료를 받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무료 버스입니다. 전화: 1-800-661-5437 Website: www.shriners.bc.ca/bus/index.shtml
BC Family Residence Program

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18 세 미만 어린이에게 숙박 보조금을 줍니다. 방 하나를 30 일까지
제공합니다. 메트로 밴쿠버 밖에 살고 MSP 보장을 받는 비씨 주민이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숙박소는 Ronald McDonald
House 와 Easter Seal House 같은 곳입니다. 전화: 1-866-496-6946 웹사이트: www.bcfamilyresidence.gov.bc.ca
BC Children's Hospital

추가 지원

할인된 또는 무료 치과 치료와/또는 상담을 이들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지역에
라이온즈, 로터리나 Kiwanis 같은 의료비를 보조할 수 있는 봉사클럽이나 조직이 있습니다.
2012 년 7 월 개정 (eb)
BC

뇌전증협회에
뇌전증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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