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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 
제공 
프로그램 
MEDICAL 
EQUIPMENT 
PROVISION 
PROGRAM

제공사 연락처

FRASER HEALTH(프레이저 헬스)지역
CANADIAN RED CROSS
기본 기기: 604-930-9049
첨단 기기 배달, 설치 및 회수: 604-930-9073

기타 제공사
BC Medequip Home Health Care Ltd
Burnaby(버나비) 604-888-8811
Selfcare Home Health Product
세 도시(Port Coquitlam(포트 코퀴틀람), Coquitlam(
코퀴틀람), Port Moody(포트 무디), Maple Ridge(메이플 
리지), Mission(미션), Pit Meadows(피트 메도우즈)) 지역
Fraser River(프레이저 리버 북부) 604-944-9644
Abbotsford(애보츠포드) 604-574-5801
HME Mobility & Accessibility
South Surrey(사우스 써리) 604-535-5768

VANCOUVER COASTAL HEALTH 
(밴쿠버 코스탈 헬스)지역
CANADIAN RED CROSS
기본 기기: 604-301-2566
첨단 기기 배달, 설치 및 회수: 604-270-4224

기타 제공사
BC Medequip Home Health Care Ltd
Burnaby(버나비) 604-888-8811
Selfcare Home Health Product 
Vancouver North Shore(밴쿠버 노스 쇼어) 604-990-9422
Vancouver(밴쿠버) 604-872-5800
HME Mobility & Accessibility
Richmond(리치먼드) 604-821-0075
Coast Ability
Sechelt(시셸트) 604-747-4722
Powell River(파월 리버) 604-489-4722

VANCOUVER ISLAND HEALTH 
(밴쿠버 아일랜드 헬스)지역
CANADIAN RED CROSS
기본 기기와 첨단 기기 배달, 설치 및 회수: 250-382-2043

기타 제공사
G.T. Medical Care Equipment
(Life Support Assisted Living Systems) 
Parksville(파크스빌) 250-954-0309 또는

1-800-224-8662
Island Mediquip Ltd.
Victoria(빅토리아) 250-391-0388 또는

1-800-231-7188

Duncan(던칸) 250-597-0151 또는
1-800-231-7188

Nanaimo(나나이모) 250-824-0390 또는
1-800-231-7188

Courtenay(코트니) 250-871-0366 또는
1-800-231-7188

Campbell River(캠벨 리버) 778-346-1073 또는
1-800-231-7188

HME Mobility & Accessibility
Victoria(빅토리아) 250-386-0075

INTERIOR HEALTH(인테리어 헬스)지역
CANADIAN RED CROSS
기본 기기: 250-765-3465
첨단 기기 배달, 설치 및 회수: 250-491-8443 내선 220

기타 제공사
Kootenay Columbia Home Medical Equipment
Cranbrook(크랜브룩) 250-426-6000 또는

1-800-661-4022
Castlegar(캐슬가) 250-365-7772 또는

1-866-515-7772
PG Surg Med
Prince George(프린스 조지) 1-250-564-2240 또는

1-800-663-2963
Vernon(버넌) 1-250-549-7288 또는 1-866-942-7288
Kamloops(캠룹스) 1-236-425-1235 또는

1-844-259-8576
Kelowna(컬로나) 1-236-420-7288

NORTHERN HEALTH(노던 헬스) 지역
CANADIAN RED CROSS
기본 기기와 첨단 기기 배달, 설치 및 회수: 250-564-6566

기타 제공사
PG Surg Med
Prince George(프린스 조지) 1-250-564-2240 또는

1-800-663-2963
North Coast Home Medical Equipment
Terrace(테라스) 1-866-638-1301 또는

250-638-1301

가까운 제공사 연락처 상세 정보:  www.redcross.c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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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 제공 프로그램(Medical Equipment 

Provision Program)에서는 퇴원하거나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BC주 환자와 고객에게 의료 

기기를 제공합니다. 의료 기기를 받으려면 보건 

당국의 의료인이 평가하여 환자의 회복이나 

안전에 또는 돌보는 사람의 부상 방지에 의료 

기기의 즉각적인 단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담당 보건 당국 의료인은 환자에게 또 다른 

자금원이 없다고 판단되면 캐나다 적십자사나 

그 외 제공사에서 의료 기기를 빌리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담당 보건 당국 의료인은 의료 기기를 빌려 쓰는 

기간도 정해 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의료 기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담당 의료인(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 

등)이 환자의 필요를 평가하고 의료 기기를 

빌리는 데 필요한 서류를 드립니다.

받으실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해당 의료 기기 제공사를 통한 임차를 

승인하는 의뢰서. 이 서류에는 의료 기기를 

반납하여야 하는 날짜와 반납하는 곳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료 기기 제공사에 필요한 기기의 종류를 

알려주는 의료 기기 종류 확인서

담당 의료인의 다음 안내 사항을 따르십시오.

 

 

 

의료 기기는 어떻게 반납하나요?

의뢰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의료 기기를 해당 

의료 기기 제공사에 반납하는 것은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캐나다 적십자사의 의료 기기는 BC주 내 

아무 지사에 반납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해당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그 외 제공사의 의료 기기는 빌리신 곳에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 의료 기기 제공사가 해당 기기를 설치한 

경우, 그 제공사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기기를 댁에서 회수해 갈 것입니다. 

제공사에서 연락이 없거나 의료 기기를 더 

일찍 회수해 가기를 원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의료 기기 사용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반납일까지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 전에 기기를 반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빌린 의료 기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고/

있거나 기기를 더 오래 사용하여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 기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오래 사용하셔야 한다면 담당 보건 당국 

의료인에게 반납일 전에 연락하십시오.

담당 보건 당국 의료인의 연락처

 

기타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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