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CA22DI00056 – 12/07/22 

프로그램 정보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www.nnrp.ca)은 캐나다로 이주하는 신규 이민자 및 난민이며 
약품 보험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며 재정적으로 Novo Nordisk 인슐린과 주삿바늘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세부 정보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은 환자의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혜택 카드가 활성화된 
날짜로부터 최대 120일 동안 선정된 Novo Nordisk 인슐린(들) 및 주사 바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민간/보완 약품 보험을 확보하거나 공공 약품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동안 임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활성화 후 120일 이내에 민간/보충 또는 공공 약품 보험에 
가입한 경우,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후에 종료됩니다. 

프로그램 혜택 카드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혜택 카드는 의료 전문가가 환자에게 제공합니다. 

인슐린 전달 기기 지원 
 FlexTouch® 주사 시연 동영상(영문)  
 NovoPen® 4 주사 시연 동영상(영문) 
 NovoPen® Echo® 주사 시연 동영상(영문)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ovo Nordisk 고객 서비스인 1-800-
465-4334번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www.nnrp.ca/
http://www.flextouchpen.ca/
https://novopenguide.ca/
https://novopenguid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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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함 사항  

Tresiba® 2467879 - Tresiba® U-100 FlexTouch® 
2467887 - Tresiba® U-200 FlexTouch® 

NovoRapid® 2244353 - NovoRapid® Penfill® 
2245397 - NovoRapid® Vial 

Levemir® 2271842 - Levemir® Penfill®  

NovoMix® 2265435 - NovoMix® 30 Penfill®  

Novolin® ge 30/70 2025248 - Novolin® ge 30/70 Penfill® 
2024217 - Novolin® ge 30/70 Vial 

Novolin® ge NPH 2024268 - Novolin® ge NPH Penfill® 
2024225 - Novolin® ge NPH Vial 

Novolin® ge Toronto 2024284 - Novolin® ge Toronto Penfill® 
2024233 - Novolin® ge Toronto Vial 

주삿바늘 NovoFine® 32G Tip etw x 6 mm 

NOVOPEN® 취급처  
NovoPen® 4 기기는 환자가 약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NovoPen® Echo® 기기는 요청 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실 또는 현지 당뇨병 교육 
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는 Novo Nordisk 고객 서비스에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여 제한된 수량의 NovoPen® Echo® 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00-465-4334.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제품은 Novo Nordisk Canada Inc.의 단독 재량에 따르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혜택 카드를 하나 이상의 Novo Nordisk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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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혜택 카드는 보험 적용 단일 요법 또는 보험이 
적용되는 일체의 Novo Nordisk 인슐린 조합으로 교환할 수 있다. 

→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혜택 카드는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동일한 혜택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혜택 카드는 최대 120일 동안 
인슐린 리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은 
혜택 카드 사용 시 회당 주삿바늘 1상자를 제공합니다(최대 4상자). 

→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혜택 카드에 만료일이 있습니까?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임시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혜택 카드는 최대 120일 동안 Novo 
Nordisk 인슐린 및 주사 바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프로그램 
수혜자는 120일 이내에 민간/보조 약품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양한 지방 및 지역 
공공 약품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 활성화 후 120일 이내에 민간/보충 또는 공공 약품 
보험에 가입한 경우,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후에 종료됩니다. 

→ 제공되는 Novo Nordisk 인슐린에 대한 비용이나 수수료가 있습니까? 
아니요.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은 Novo Nordisk가 만든 의약품 및 주사 
바늘 비용과 업계 표준 인상 가격 및 조제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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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에 주사 바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정된 주사 바늘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ovo Nordisk 대응 
프로그램은 혜택 카드 사용 시 회당 주사 바늘 1상자를 제공합니다(최대 
4상자). 

→ 다양한 지방 및 지역 공공 약품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있는 지방 및 지역 공공 약품 프로그램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health-care-system/pharmaceuticals/access-insurance-coverage-prescription-medicines/provincial-territorial-public-drug-benefit-progra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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