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근로자의 보상 의약품 혜택 관련 안내문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이 안내문에는 근로자의 보상 청구에 따른 의약품 수령에 관한 중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New York State Insurance Fund (NYSIF) 은 근로자가 산업 재해 또는 질환과 관련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약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Pharmacy Benefits Manager (PBM, 제약 혜택 관리사) 인 CVS
Caremark 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산업 재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 받는
권리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단, CVS Caremark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약국의 주소를 확인하려면:
•

CVS Caremark 콜센터 (866) 493-1640 번으로 전화하거나

•

http://www.wcrxpharmacylocator.com 또는

•

NYSIF 웹사이트 nysif.com 을 방문해 주십시오.

근로자의 보상 청구를 통해 의약품을 수령하는 경우,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응급 상황으로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응급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의약품을 주문할 수가 없거나,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약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농촌 지역인 경우 15 마일 이내 그 외 지역은 5마일 이내에 해당 약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면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참고: CVS Caremark는 우편 주문,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VS
Caremark 콜 센터 (866) 493-1640 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약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충분히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장 형태의 약국은 해당 지역사회의 일반적 운영시간 동안 매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CVS Caremark
네트워크 소속 약국은 NYSIF 에 직접 청구합니다. 근로자는 의약품 비용을 자비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CVS Caremark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www.wcrxpharmacylocator.com 웹사이트나 24시간 무료 전화를 이용해 주십시오.
(866) 493-1640.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면 NYSIF (888) 875-579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뉴욕주 직원 보상
위원회인 general_information@wcb.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877) 632-4996 번 또는 부상
근로자 보호 위원회 (800) 580-6665 로 문의하십시오. www.wcb.ny.gov 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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