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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의약품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이 있더라도 약 가격과 

의료 보험 코페이가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방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다른 방편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역 시장, 보타니카 (botanicas), 벼룩시장 (swap meets) 및 노점상 판매 

업자들이 처방 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판매 업체가 판매하는 약은 

위조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은 효능이 없을 수 있으며 또한 귀하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방 받지 않은 약을 복용하시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해 아래 도움말을 기억하십시오. 

• 면허가 있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한 약만을 사용하세요.

• 처방약을 면허가 있는 약사에게서만 구입하세요.

•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을 알아 두세요. 약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귀하의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2. 안전하고 저렴한 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귀하의 의사나 약사에게 더 저렴한 대안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제네릭 약은

브랜드 약과 똑같은 유효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종종 더 저렴 하기도

합니다. 더 저렴하지만 같은 효능의 약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제약 회사에서 후원하는 환자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다른 약국도 알아보세요. 일부 약국은 제네릭 약을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있으며, 어떤 약국은 다른 약국에서 흥정한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우편 배달 약국도 고려해보세요. 건강보험이 있으시고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서 우편 배달 약국을 제공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우편

배달 약국으로 약을 받을 시 코페이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1-1로 전화하거나 211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211 핫라인 직원은 약품을 커버하는 무료 또는 저 비용 보험 및 건강 관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귀하가 서류 미비자이므로 건강관리를 못 받으신다면, My Health LA에 문의 하십시오. My Health LA는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 온라인 약국은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가짜 약을 판매하는 불법 온라인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국을

찾으려면 웹 사이트 주소가 “pharmacy”로 끝나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afe.pharmacy 를 방문하십시오.

• 면허가 있는 약사에게서만 처방약을 구입하세요. 약사의 면허증을 확인 하시려면 캘리포니아 약국 보드의 전화번호인

1-916-574-7900에 전화 주시거나 www.pharmacy.ca.gov/consumers/protect_enforce.shtml 을 방문 하십시오.

자주하는 질문 

저렴한 의약품을 찾는 방법 

중요한 요점들 

• 처방약은 꼭 면허가 있는

약사한테서만 받으십시오

• 제네릭 의약품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약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

약국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 소비자 보호 부서 

Publichealth.lacounty.gov/hccp 

크라임 스타퍼즈 (Crime Stoppers) 

1-800-222-8477에 전화 주셔서

불법 의약품을 신고 하십시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hccp/
http://dhs.lacounty.gov/wps/portal/dhs/mhla/findaclinic
http://www.safe.pharmacy/
http://www.pharmacy.ca.gov/consumers/protect_enforce.shtml
http://publichealth.lacounty.gov/h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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