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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 구매

Brand New Day 회원이 되면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
(OTC) 혜택 수당이 제공되므로
필요할 수도 있는
OTC 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1-877-280-6207, TTY 711로 
전화하거나
작성한 주문서를 우송하십시오 귀하의
주문은 귀댁까지
직접 배송됩니다. 

온라인 주문: 
NationsOTC.com/BND

처방전 없이 사는 혜택

H0838_2783.210908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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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소중한 Brand New Day 회원으로서 2022년도 OTC 혜택과 함께 수백 
가지의 건강 및 웰빙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ationsOTC®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브랜드사 제품 또는 일반 품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문하신 이후 추가 비용 없이 품목을 
회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1-877-280-6207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회원 서비스 
상담팀은 1년 365일 24시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문의 사항은 회원 ID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회원님의 건강 
보험 가입자 서비스 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ationsOTC 팀 드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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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온라인
NationsOTC.com/BND 방문

전화
1-877-280-6207 (TTY: 711)로 전화

우편
주문 양식을 작성하여 NationsOTC로 우편송부

OTC 품목 간편 주문

주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1-877-280-6207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회원 
서비스 상담팀이 1년 365일 24시간 지원해 드립니다.



4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회원 포털을 통한 품목 주문은 간편하고 쉽습니다.

개인 건강 프로필은 회원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집니다.  
회원님의 상태를 스스로 작성해 주시면 특별한 요구 사항에 맞는 
품목 권장과 건강 정보를 받으시게 됩니다. 당사와 공유해 주시는 
정보는 원하시는 건강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 프로필 

다음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가격 등으로 품목 검색

품목 설명, 이미지 및 관련 상태 정보 열람

이용 가능한 혜택 수당 조회

건강 및 웰빙 제품 주문

주문 현황 실시간 추적 

NationsOTC.com/BND 에서 이러한 기능과 기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개별 OTC 회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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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Commonly Asked 

유용한 정보

혜택 사용:
이 혜택은 오직 회원님만을 위한 혜택입니다. CMS는 회원님의 
혜택을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탈퇴:  
의료 보험을 탈퇴하실 경우, OTC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배송: 
배송에 2일이 소요됩니다. 

반품:
제품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제품 반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성:
품목, 수량, 규격 및 가격은 제품 이용 가능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체성:
재고가 없는 품목은 동일한 품목 또는 더 높은 가격의 유사 품목으로 
발송됩니다.

혜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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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최고 판매 제품 7
안티칸디다제(효모균) 12
욕실 안전 및 낙상 방지 12
감기, 독감 및 알레르기 12
덴탈 및 의치 관리 15
당뇨 관리 16
소화기 건강 17
눈 및 귀 관리 19
페미닌 케어 20
응급 처치 및 의료용품 20
식료품 21
풋 케어 21
치질 대비용 22
가정용 진단 및 환자 지원 22
가정용 건강 관리 24
요실금 용품 24
통증 완화 25
살충제(머릿니 치료) 28
개인 케어 28
재활, 치료 및 운동 28
스킨 케어 29
수면 보조 제품 29
금연 제품 29
보호대 및 보조기 30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33

제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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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페이지 참조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기침 캔디, 체리
수량: 30개

품목 번호: 5220 $2.00

바르는 감기 연고, 3.5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511 $2.00

치실, Reach®, 민트 왁스
수량: 1개

품목 번호: 5130 $4.00

치간칫솔
수량: 90개

품목 번호 5200 $3.00

의치용 세척 정
수량: 40정

품목 번호: 5546 $4.00

기침 캔디, 허니 레몬
수량: 30개

품목 번호: 5545 $2.00

기침 캔디, 박하
수량: 30개

품목 번호: 5126 $2.00

기침 캔디, 무설탕, 블랙체리
수량: 25개

품목 번호: 5405 $2.00

칫솔, Colgate®, 성인용 중형
수량: 1개

품목 번호 5101 $3.00

약용 립밤, 0.15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559 $2.00

최고 판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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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페이지 참조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칫솔, Colgate®, 성인용 
부드러운 모
수량: 1개

품목 번호: 5505 $3.00

로페라미드 장운동억제 정*
성분 함량: 2 mg.
수량: 12정

품목 번호: 5429 $2.00

인공눈물 드롭, 0.5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004 $2.00

면봉
수량: 300개

품목 번호: 5385 $2.00

Clear Eyes® 점안액, 0.2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487 $4.00

치약, Colgate®, 4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047 $4.00

치약, Crest® 저자극성, 4.1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811 $9.00

알코올 솜*
수량: 100개

품목 번호: 5295 $3.00

Q-Tips® 면봉
수량: 170개

품목 번호: 5608 $4.00

제산제 엑스트라 스트렝스 
츄어블
성분 함량: 750 mg.
수량: 96정

품목 번호: 5438 $4.00

최고 판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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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페이지 참조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붕대, 다양한 크기*
수량: 100개

품목 번호: 5173 $2.00

과산화수소, 8 oz.
성분 함량: 3%
수량: 1개

품목 번호: 5227 $3.00

Neosporin® 플러스, 0.5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250 $9.00

마찰 알코올, 16 oz.
성분 함량: 70%
수량: 1개

품목 번호: 5541 $3.00

수술용 얼굴 마스크 
(귀 고리 포함)
수량: 50개

품목 번호: 5817 $12.00

Band-Aids®*
수량: 100개

품목 번호: 5128 $8.00

일회용 장갑, 니트릴, 중형
수량: 100개

품목 번호: 5193 $12.00

일회용 장갑, 니트릴, 대형
수량: 100개

품목 번호: 5191 $12.00

트리플 항생제 연고, 1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869 $3.00

하이드로코르티손 크림, 1oz.
성분 함량: 1%
수량: 1개

품목 번호: 5400 $2.00

최고 판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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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페이지 참조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Vaseline® 젤리, 3.75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127 $4.00

아스피린 츄어블, 저용량
성분 함량: 81 mg.
수량: 36정

품목 번호: 5073 $2.00

아스피린, 장용정, 저용량
성분 함량: 81 mg.
수량: 120정

품목 번호: 5090 $2.00

콜드 핫 통증 완화 약용 패치
수량: 5매

품목 번호: 5080 $4.00

Bayer® 장용정 아스피린, 
저용량
성분 함량: 81 mg.
수량: 32정

품목 번호: 5034 $5.00

A&D 연고, 4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525 $2.00

성인 수건 일회용*
수량: 48개

품목 번호: 5447 $4.00

변기 폐기용 물티슈*
수량: 24매

품목 번호: 5529 $4.00

이부프로펜 정
성분 함량: 200 mg.
수량: 50정

품목 번호: 5093 $1.50

아세트아미노펜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성분 함량: 500 mg.
수량: 100정

품목 번호: 5303 $3.00

최고 판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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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페이지 참조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Tylenol®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성분 함량: 500 mg.
수량: 100정

품목 번호: 5423 $15.00

피쉬오일 소프트젤‡

성분 함량: 1,000 mg.
수량: 60정

품목 번호: 5140 $5.00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성분 함량: 1,500 mg., 1,200 mg.
수량: 60정

품목 번호: 5176 $11.00

비타민 D3‡

성분 함량: 25 mcg.
수량: 100정

품목 번호: 5183 $2.00

비타민 C‡

성분 함량: 500 mg.
수량: 100정

품목 번호: 5301 $3.00

손 세정제 젤, 8 oz.
수량: 1개

품목 번호: 5924 $4.00

칼슘 + 비타민 D3 정‡

성분 함량: 600 mg.
수량: 60정

품목 번호: 5298 $4.00

Centrum® 실버 비타민‡

수량: 125정

품목 번호: 5001 $18.00

비타민 D3‡

성분 함량: 125 mcg.
수량: 100정

품목 번호: 5749 $4.00

코엔자임 Q-10‡

성분 함량: 100 mg.
수량: 30정

품목 번호: 5156 $7.00

최고 판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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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페이지 참조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6017 클로트리마졸(질 항진균 7일 크림, 애플리케이터 포함), 
1.5 oz. 1% 1개  $9.00 

5016 미코나졸(질 항진균 3일 크림, 애플리케이터 포함), 
0.32 oz. 2% 1개  $13.00 

5283 Monistat® 질 크림, 3일, 0.18 oz. 4% 1개  $24.00 

5850 티오코나졸(질 항진균 1일 크림, 애플리케이터 포함), 
0.16 oz. 6.5% 1개  $17.00 

욕실 안전 및 낙상 방지
5647 욕실용 매트, 미끄럼방지 - 1개  $11.00 
5851 등받이가 달린 목욕용 안전 벤치 - 1개  $40.00 
5537 등받이 없는 목욕용 안전 벤치 - 1개  $30.00 
5802 침대 보조 바 - 1개  $55.00 
5803 보행 벨트, 60" - 1개  $16.00 
5804 보행 벨트, 72" - 1개  $17.00 
5591 손잡이식 샤워 헤드 - 1개  $20.00 
5218 널드 크롬 그랩 바, 12" - 1개  $17.00 
5542 널드 크롬 그랩 바, 24" - 1개  $22.00 
5805 널드 크롬 그랩 바, 32" - 1개  $34.00 
5532 제기 변기 - 1개  $25.00 
5534 팔걸이가 있는 제기 변기 - 1개  $35.00 
4071 안전 발판, 욕조, 계단 - 1팩  $5.00 
5853 샤워용 매트, 미끄럼 방지 - 1개  $11.00 
5806 슬리퍼 양말, 프리 사이즈 - 1개  $6.00 
5533 화장실 안전 레일 - 1개  $29.00 
5536 이동 벤치, 조절식 - 1개  $65.00 
5230 욕조 안전 바 - 1개  $38.00 
5032 욕조 안전 바, 흡입식 - 1개  $16.00 

감기, 독감 및 알레르기
5252 Abreva® 크림, 2 gm. 10% 1개  $19.00 

5084 아세트아미노펜 코막힘 정 325 mg.,  
5 mg. 24정  $3.00 

안티칸디다제(효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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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페이지 참조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335 Afrin® 나잘 스프레이, 0.5 oz. 0.05% 1개  $13.00 
5790 Airborne® 츄어블‡ - 32정  $8.00 
5606 Blistex® 연고, 0.15 oz. - 1개  $4.00 
5344 Carmex® - 1개  $3.00 
5133 Cepacol® 목감기 캔디 - 16개  $5.00 
5052 세티리진 알레르기정 10 mg. 30정  $6.00 
4055 소아 기침, 감기, 알레르기, 충혈 완화제 - 1개  $4.00 
5097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아테 알레르기정 4 mg. 24정  $3.00 
6015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아테 알레르기정 4 mg. 100정  $6.00 
5334 Claritin® 정 10 mg. 10정  $18.00 
5163 Coricidin® - 20정  $12.00 
5338 고혈압 환자용 기침 감기 - 16정  $4.00 
5202 기침 캔디, Halls® - 30개  $5.00 
5690 크로몰린 나트륨 알레르기 비강 스프레이 26 ml. - 1개  $13.00 
5399 데이&나이트 콜드앤플루 정 - 20정  $6.00 

5153 낮시간용 콜드앤플루 액상, 8 oz. 325 mg.,  
10 mg., 5 mg. 1개  $5.00 

5236 낮시간용 콜드앤플루 소프트젤 - 16개  $6.00 

5234 DayQuil® 액상, 8 oz. 325 mg.,  
10 mg., 5 mg. 1개  $12.00 

5451 디펜히드라민 알레르기정 25 mg. 24정  $3.00 
5854 디펜히드라민 알레르기정 25 mg. 100정  $5.00 
6022 디펜히드라민 알레르기정 25 mg. 400정  $11.00 
5855 펙소페나딘 알레르기정 180 mg. 30정  $11.00 

5677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알레르기 나잘 스프레이, 
24시간, 60회 스프레이 50 mcg. 1개  $14.00 

5856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알레르기 나잘 스프레이, 
24시간, 120회 스프레이 50 mcg. 1개  $21.00 

5095 그린티 플루앤콜드 허니 레몬 - 6개  $8.00 
6028 Herpecin-L® 립밤, 0.1 oz. 1% 1개  $9.00 
5503 초음파 가습기 - 1개  $42.00 

감기, 독감 및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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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614 초음파 가습기, Crane® - 1개  $58.00 
4001 레보세티리진 알레르기정 5 mg. 35정  $5.00 
5418 로라타딘 알레르기정 10 mg. 30정  $4.00 
5857 로라타딘 알레르기정 10 mg. 100정  $8.00 
6031 로라타딘 알레르기정 10 mg. 365정  $25.00 
5237 Mucinex® 데이/나이트 정 - 40정  $27.00 

5465 Mucinex® DM 정 600 mg.,  
30 mg. 20정  $17.00 

5464 Mucinex® 정 600 mg. 20정  $16.00 

5858 점액 완화 DM 진해거담제, 서방정 1,200 mg., 
60 mg. 14정  $10.00 

5087 점액 완화 DM 정 400 mg.,  
20 mg. 30정  $4.00 

5691 점액 완화 정 400 mg. 100정  $7.00 

6061 종합감기 포뮬러 정
10 mg.,  
5 mg.,  

325 mg.
24정  $4.00 

5345 Nasacort® 알레르기 완화제 24시간, 60회 스프레이, 
10.8 ml. - 1개  $22.00 

5799 코막힘 완화 흡입기, 레보메탐페타민, 0.007 oz. - 1개  $8.00 
5082 코막힘 완화 PE 정 10 mg. 36정  $4.00 
5081 코막힘 완화 스프레이, 1 oz. 0.05% 1개  $2.00 
5807 코세척 키트, 식염수 - 1키트  $18.00 
5197 코세척기 - 1개  $15.00 

5040 나이트용 콜드앤플루 액상, 8 oz.
650 mg.,  
30 mg., 
12.5 mg.

1개  $6.00 

5083 나이트용 콜드앤플루 소프트젤 - 16개  $5.00 

5233 NyQuil® 액상, 8 oz.
650 mg.,  
30 mg., 
12.5 mg.

1개  $12.00 

감기, 독감 및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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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235 NyQuil® 소프트젤 LiquiCaps®
325 mg.,  
15 mg., 
6.25 mg.

16개  $12.00 

5692 개인용 스팀 흡입기 - 1개  $50.00 

5005 Robitussin® DM 시럽, 4 oz. 200 mg.,  
20 mg. 1개  $11.00 

5072 식염수 나잘 스프레이, 1.5 oz. 0.65% 1개  $2.00 
5693 목캔디, 체리 - 18개  $4.00 
5694 목 감기 스프레이, 체리, 6 oz. - 1개  $3.00 

5007 Thera-Flu® 종합감기, 레몬
500 mg.,  
20 mg.,  
10 mg.

6개  $14.00 

5015 Tussin 코막힘 완화 시럽 4 oz. 200 mg. 1개  $3.00 

5023 Tussin DM 무설탕 시럽, 4 oz. 100 mg.,  
10 mg. 1개  $4.00 

5008 Tylenol® 코막힘 정 325 mg.,  
5 mg. 24정  $12.00 

5426 Zyrtec® 10 mg. 14정  $22.00 
덴탈 및 의치 관리

5700 Biotene® 구강건조용 가글, 16 oz. - 1개  $13.00 
5330 치실, 민트 왁스 - 1개  $2.00 
5168 덴탈 여행용 키트 - 1개  $3.00 
5260 의치 접착제 크림, 2.4 oz. - 1개  $3.00 
5626 의치용 칫솔 - 1개  $1.50 
5808 Efferdent® 플러스 민트 정 - 44정  $9.00 
5204 Efferdent® 정 - 20정  $3.00 
5504 Fixodent® 크림, 0.75 oz. - 1개  $4.00 
5379 Fixodent® 크림, 2.4 oz. - 1개  $8.00 
5113 구강 청결제, 4 oz. - 1개  $2.00 
4074 구강 케어 시스템 키트 - 1개  $12.00 
5195 구강염 통증완화 젤, 0.33 oz. 20% 1개  $3.00 

감기, 독감 및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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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701 의치 접착제 크림, 3.9 oz. - 1개  $7.00 
5809 Polident® 오버나이트 - 84정  $12.00 
5810 혀 클리너 - 1개  $6.00 
5253 치아 & 잇몸 클렌저 - 1개  $2.00 
5510 칫솔, 성인 환자 - 1개  $1.50 
6051 칫솔, 배터리 전원 - 1개  $17.00 
5160 칫솔, 충전식 - 1개  $30.00 
5161 칫솔, 충전식 교체용 헤드 - 2개  $17.00 
5702 칫솔, 부드러운 모 2팩 - 1개  $6.00 
5241 치약 짜개 - 1개  $3.00 
5102 치약, 불소 함유, 6.4 oz. - 1개  $3.00 
5859 치약, Pepsodent®, 5.5 oz. - 1개  $2.00 
5421 치약, 민감성 치아, 4.3 oz. - 1개  $3.00 
5530 치약, 여행용 규격, 0.85 oz. - 1개  $1.50 
5294 치약, Ultrabrite®, 6 oz. - 1개  $4.00 
5703 워터젯 교체 팁 - 5개  $17.00 
5654 워터젯, 배터리 작동 - 1개  $41.00 

당뇨 관리
5812 당뇨병성 피부 외용제 풋크림, 4 oz. - 1개  $12.00 
5225 당뇨 양말, 검은색, 미디움, 3팩 - 1개  $6.00 
5223 당뇨 양말, 검은색, 라지, 3팩 - 1개  $6.00 
5860 당뇨 양말, 검은색, X-라지, 3팩 - 1개  $6.00 
5224 당뇨 양말, 흰색, 미디움, 3팩 - 1개  $6.00 
5222 당뇨 양말, 흰색, 라지, 3팩 - 1개  $6.00 
5861 당뇨 양말, 흰색, X-라지, 3팩 - 1개  $6.00 
6052 당뇨 양말, 부드러운 쿠션, 검은색, 미디움, 2팩 - 1개  $8.00 
6053 당뇨 양말, 부드러운 쿠션, 검은색, 라지, 2팩 - 1개  $8.00 
6054 당뇨 양말, 부드러운 쿠션, 검은색, X-라지, 2팩 - 1개  $8.00 
6055 당뇨 양말, 부드러운 쿠션, 흰색, 미디움, 2팩 - 1개  $8.00 

덴탈 및 의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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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당뇨 양말, 부드러운 쿠션, 흰색, 라지, 2팩 - 1개  $8.00 
6057 당뇨 양말, 부드러운 쿠션, 흰색, X-라지, 2팩 - 1개  $8.00 
5313 포도당정 - 50정  $6.00 
5528 침 폐기용기 1 qt. - 1개  $3.00 

소화기 건강
5214 Alka-Seltzer® 정 - 24정  $8.00 
6004 제산제/가스 제거 액상, 12 oz. - 1개  $3.00 
5304 제산제 츄어블 500 mg. 150정  $3.00 
5060 구토방지제 액상, 4 oz. - 1개  $5.00 
6062 Beano® - 30정  $7.00 
5075 비사코딜 완하제 10 mg. 12정  $4.00 
5094 비사코딜 정 5 mg. 25정  $3.00 
5213 비사코딜 정 5 mg. 100정  $5.00 
5475 Colace® 정 100 mg. 30정  $20.00 
5420 대변 연화제 도큐세이트 나트륨 소프트젤 100 mg. 100정  $4.00 
5254 Dramamine® 정 50 mg. 12정  $9.00 
5238 Driminate 멀미 정 50 mg. 12정  $3.00 
5477 Dulcolax® 좌약 10 mg. 8개  $18.00 
5554 Dulcolax® 정 5 mg. 25정  $12.00 
5466 발포 정 - 36정  $5.00 
5036 관장제, 미네랄오일, 4.5 oz. - 1개  $4.00 
5167 관장제, 염류성 완하제, 4.5 oz. - 1개  $2.00 
5862 에스오메프라졸 마그네슘 산 감소제, 지연방출정* 20 mg. 42정  $17.00 
5079 파모티딘 산 감소제* 10 mg. 30정  $4.00 
5021 식이섬유 변비 개선 정 625 mg. 90정  $8.00 
5028 Fleet® 식염수 관장, 4.5 oz. - 1개  $4.00 
5280 가스 완화 츄어블 정 80 mg. 100정  $4.00 
5009 Gas-X® ES 츄어블 125 mg. 18정  $10.00 
5188 글리세린 좌약 - 25개  $6.00 

당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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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Lactaid® 정 9,000 FCC 32정  $15.00 
5077 유당분해효소 정 9,000 FCC 60정  $8.00 

4042 로페라미드 시메티콘 장운동억제 및 가스 제거 정* 2 mg.,  
125 mg. 12정  $6.00 

5801 구연산 마그네슘, 식염수 완하제, 레몬, 10 oz. - 1개  $6.00 
6033 메클리진 멀미 정 12.5 mg. 100정  $8.00 
5292 Metamucil®, 오렌지, 114회 복용량, 48 oz. - 1개  $28.00 
5290 Metamucil®, 무설탕 오렌지, 72회 복용량, 15 oz. - 1개  $19.00 
5697 메틸셀룰로오스 식이섬유 요법, 16 oz. - 1개  $9.00 
5795 마그네시아유, 12 oz. - 1개  $2.00 
5033 천연 식물성 완하제(차전자씨), 13 oz. - 1개  $9.00 
6037 천연 식물성 완하제(차전자씨), 30.4 oz. - 1개  $10.00 
6038 천연 식물성 완하제, 무설탕(차전자씨), 15 oz. - 1개  $12.00 
5056 Nexium®* 20 mg. 14정  $17.00 
5025 오메프라졸 산 감소제, 지연방출정* 20 mg. 14정  $11.00 
5863 오메프라졸 산 감소제, 지연방출정* 20 mg. 42정  $18.00 
5864 오메프라졸 산 감소제, 지연방출, 붕해정* 20 mg. 42정  $23.00 
5217 Pepcid® AC* 10 mg. 30정  $14.00 
5286 Pepto-Bismol®, 8 oz. 525 mg. 1개  $8.00 
5287 Pepto-Bismol®, 16 oz. 525 mg. 1개  $12.00 
5289 Pepto-Bismol® 정 262 mg. 30정  $8.00 
5696 폴리에틸렌 글리콜 파우더 변비완화제, 8.3 oz. - 1개  $13.00 
5288 Prilosec OTC®* 20 mg. 14정  $14.00 
5212 세나 완하제 정 50 mg., 8.6 mg. 60정  $3.00 
5062 위장 완화 액상, 8 oz. 525 mg. 1개  $4.00 
5336 위장 완화 정 262 mg. 30정  $5.00 
5361 Tucks® 약용 쿨링 패드 50% 100매  $14.00 
5030 TUMS® 500 mg. 150정  $13.00 
5800 TUMS® 엑스트라 스트렝스 750 mg. 48정  $8.00 
5247 Vitafusion® 식이섬유 구미‡ - 90정  $16.00 

소화기 건강



19
*‡§ 35 페이지 참조 향후 주문을 위해 참조용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십시오.

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362 Debrox® 귀지 드롭, 0.5 oz. 6.5% 1개  $10.00 
5031 안구건조 인공눈물, 1 oz. - 1개  $7.50 
5815 귀통증 완화 이어 드롭, 10 ml. - 1개  $13.00 
5166 귀청소 귀파기 - 1개  $3.00 
5189 귀지 제거 드롭, 0.5 oz. 6.5% 1개  $2.00 
5704 귀지 제거 도구(고무 스포이드 포함) 6.5% 1개  $7.00 
5138 눈 세척액, 3.9oz. - 1개  $6.00 
5041 자극 완화 점안액, 0.5 oz. - 1개  $7.00 
4004 케토티펜푸마르산염 점안액, 5 ml. 0.025% 1개  $15.00 
5705 다목적 콘택트렌즈 용액, 12 oz. - 1개  $8.00 
5473 통증 완화 마스크, 젤 - 1개  $7.00 
5513 돋보기, 도수 +1.0 - 1개  $6.00 
5514 돋보기, 도수 +1.25 - 1개  $6.00 
5515 돋보기, 도수 +1.5 - 1개  $6.00 
5516 돋보기, 도수 +1.75 - 1개  $6.00 
5517 돋보기, 도수 +2.0 - 1개  $6.00 
5518 돋보기, 도수 +2.25 - 1개  $6.00 
5519 돋보기, 도수 +2.5 - 1개  $6.00 
5520 돋보기, 도수 +2.75 - 1개  $6.00 
5521 돋보기, 도수 +3.0 - 1개  $6.00 
5522 돋보기, 도수 +3.25 - 1개  $6.00 
5523 돋보기, 도수 +3.5 - 1개  $6.00 
4041 돋보기, 도수 +3.75 - 1개  $6.00 
5524 돋보기, 도수 +4.0 - 1개  $6.00 
5048 충혈 완화 점안액, 0.5 oz. - 1개  $2.00 
5706 다래끼 안대 - 1개  $11.00 
5707 다래끼 안연고, 3.5 gm. - 1개  $11.00 
5494 Visine® 충혈 완화 점안액, 0.5 oz. - 1개  $12.00 

눈 및 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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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 Estroven® 갱년기증상 완화‡ - 30정  $17.00 
응급 처치 및 의료용품

5404 응급조치 접착 테이프* - 1개  $3.00 
5682 알코올 솜 - 3개  $3.00 
5816 소독용 피부 세척제, 8 oz. - 1개  $11.00 
6005 소독용 물티슈 - 100장  $6.00 
5798 바시트라신 연고, 1 oz. - 1개  $3.00 
5698 Bactine® 소독액, 5 oz. - 1개  $10.00 
5151 붕대, 스트레치 거즈* - 1개  $2.00 
5708 병상 휴대용 화장실* - 1개  $65.00 
5203 Benadryl® 크림, 1 oz. - 1개  $8.00 
5547 화상 완화 스프레이, 4 oz. - 1개  $6.00 
5199 버터플라이 피부 봉합재 - 12개  $3.00 
5066 칼라민 로션, 6oz. - 1개  $3.00 
5699 Caldyphen 클리어 로션 국소 마취제, 6 oz. 1% 1개  $8.00 
5192 코튼 볼 - 100개  $3.00 
5866 코튼 팁 애플리케이터, 6" - 1,000개  $8.00 
5078 디펜히드라민 가려움 방지 크림, 1.25 oz. 2% 1개  $2.00 
5194 일회용 장갑, 니트릴, 소형 - 100개  $12.00 
5930 일회용 장갑, 니트릴, 특대형 - 100개  $12.00 
5867 응급 처치 키트, 20개 구성 - 1개  $3.00 
5612 응급 처치 키트, 75개 구성 - 1개  $6.00 
5711 응급 처치 키트, 175개 구성 - 1개  $14.00 
5868 응급 처치 키트, 200개 구성 - 1개  $20.00 
5605 Flex Seal™ 스프레이 붕대, 1.35 oz.* - 1개  $7.00 
5459 거즈 패드, 멸균* - 100개  $7.00 
5433 거즈 스폰지, 4" x 4"* - 25개  $4.00 
5527 과산화수소, 4 oz. 3% 1개  $2.00 

페미닌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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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317 아이스 백 - 1개  $5.00 
5045 액체 붕대, 0.3 oz. - 1개  $8.00 
5059 Neosporin® 연고, 0.5 oz. - 1개  $8.00 
5437 바셀린, 4 oz. - 1개  $2.00 
5712 포비돈요오드액 살균소독제, 4 oz. - 1개  $6.00 

6079 개인 보호 장구 키트(장갑 2켤레, 얼굴 마스크 1개, 알코
올 준비 패드 4개) - 1키트  $7.00 

5131 테이프, 종이 수술용, 1" x 10 yd.* - 1개  $2.00 
6042 테이프, 종이 수술용, 2" x 10 yd.* - 1개  $3.00 
6043 테이프, 견사 수술용, 1" x 10 yd.* - 1개  $2.00 
6044 테이프, 견사 수술용, 2" x 10 yd.* - 1개  $3.00 
6045 테이프, 투명 수술용, 1" x 10 yd.* - 1개  $2.00 
6046 테이프, 투명 수술용, 2" x 10 yd.* - 1개  $3.00 
5544 발가락 분리대 - 6개  $5.00 
4039 트리플 항생제 + 통증 완화 연고, 1 oz. - 1개  $4.00 
5121 보온 물병 - 1개  $8.00 

식료품
7146 Ensure® 바닐라 셰이크, 8 oz. - 6개  $15.00 
7153 Glucerna® 초콜릿 셰이크, 8 oz. - 6개  $15.00 
7148 Glucerna® 바닐라 셰이크, 8 oz. - 6개  $15.00 

풋 케어
5818 버니언 가드-무지외반증 완화 - 1개  $9.00 
5219 캘러스 쿠션 - 6개  $3.00 
5216 클로트리마졸 무좀 크림, 1.5 oz. 1% 1개  $4.00 
5497 Compound W® 젤, 0.25 oz. 17% 1개  $14.00 
5196 티눈 및 각질 제거제, 0.33 oz. - 1개  $6.00 
6018 티눈 제거제 패드 - 9개  $6.00 
5543 풋 파우더, 4 oz. - 1개  $2.00 
5819 망치 발가락 지지대 - 1개  $10.00 

응급 처치 및 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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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667 램스울 충전재 - 1개  $4.00 
5164 액상 사마귀 제거제, 0.31 oz. - 1개  $5.00 
5013 Lotrimin® AF 크림, 0.42 oz. 1% 1개  $14.00 
5158 약용 각질 제거제 - 6개  $4.00 
5431 질산미코나졸, 1 oz. 2% 1개  $7.00 
5159 몰스킨 시트 - 4개  $4.00 
5162 Tinactin® 크림, 0.5 oz. 1% 1개  $17.00 
6049 발가락 프로텍터, 소형 - 1개  $8.00 
6050 발가락 프로텍터, 대형 - 1개  $8.00 
5165 톨나프테이트 항진균 크림, 1.25 oz. 1% 1개  $4.00 

치질 대비용
5414 치질 연고, 2 oz. - 1개  $5.00 
5076 치질 패드 50% 100매  $6.00 
5351 치질 좌약 - 12개  $4.00 
5820 Preparation H® 약용 물티슈 - 48매  $11.00 
5057 Preparation H® 연고, 2 oz. - 1개  $21.00 

가정용 진단 및 환자 지원
5813 피트니스 트랙커 - 1개  $50.00 
5602 욕실 저울, 다이얼식‡§ - 1개  $20.00 
5119 욕실 저울, 디지털식‡§ - 1개  $24.00 
5814 말하는 욕실 저울, 디지털‡§ - 1개  $40.00 
5562 혈압 모니터, 수동‡ - 1개  $15.00 
5371 혈압 모니터, 상완 자동‡ - 1개  $24.00 
5573 말하는 혈압 모니터, 상완‡ - 1개  $32.00 
5370 혈압 모니터, 손목‡ - 1개  $19.00 
5872 말하는 혈압 모니터, 손목‡ - 1개  $24.00 
5100 버튼 및 지퍼 보조기 - 1개  $5.00 
6013 깁스 붕대, 붕대 및 상처 보호대, 팔 - 2개  $15.00 
6014 깁스 붕대, 붕대 및 상처 보호대, 다리 - 2개  $15.00 

풋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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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6019 CPAP 마스크 물티슈 - 72매  $12.00 
6020 CPAP 섬유 베개 충전물 - 1개  $50.00 
6021 CPAP 베개 메모리 폼 - 1개  $85.00 
5709 쿠션, 도넛형 - 1개  $20.00 
5710 쿠션, 젤/폼 좌석 - 1개  $28.00 
5873 쿠션, 요추 보호 - 1개  $20.00 
4002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4 oz. - 1개  $8.00 
5874 탄성 매트리스 커버, 80" x 36" x 6" - 1개  $7.00 
5723 EZ Detect™ 대장암 검사 키트‡ - 1개  $17.00 
5201 심박수 모니터 시계‡ - 1개  $30.00 
5778 HIV 검사‡ - 1개  $45.00 
5124 주방 저울, 다이얼식‡ - 1개  $6.00 
5821 주방 저울, 디지털식‡ - 1개  $25.00 
5500 긴 손잡이 목욕 스폰지 - 1개  $8.00 
6034 의료용 ID 팔찌, 당뇨병 - 1개  $13.00 
6035 의료용 ID 팔찌, 심장병 - 1개  $13.00 
4003 의료용 잠금 박스 - 1개  $32.00 
5822 약 병따개(확대경 포함) - 1개  $10.00 
5639 야간등 - 1개  $3.00 
5206 Omron® 보행계수기 - 1개  $31.00 
5246 알약 병따개 보조기 - 1개  $8.00 
5242 알약 상자, 7일, 1일 1회 - 1개  $3.00 
5210 알약 상자, 7일, 1일 4회 - 1개  $3.00 
5508 알약 상자, 7일, 오전 및 오후 - 1개  $7.00 
5823 알약 분쇄기(보관용기 포함) - 1개  $10.00 
5824 알약 커터(보호막 포함) - 1개  $7.00 
5096 맥박 산소 측정기‡ - 1개  $20.00 
5098 잡기 쉬운 집게 - 1개  $13.00 
5656 구둣주걱 - 1개  $2.00 

가정용 진단 및 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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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415 체온계 프로브 커버 - 30개  $3.00 
5149 체온계, 60초 - 1개  $3.00 
6048 귀 체온계, 디지털 - 1개  $24.00 
5172 체온계, 유연한 팁 - 1개  $7.00 
5627 말하는 체온계, 귀 및 이마 - 1개  $36.00 

가정용 건강 관리
5369 성인용 네블라이저 마스크(튜브 포함)‡ - 1개  $4.00 
5539 비만인용 지팡이, 조절식 4다리* - 1개  $35.00 
5315 지팡이, 조절식 4다리 표준형* - 1개  $18.00 
6041 지팡이, 조절식 4다리 대형* - 1개  $24.00 
5538 지팡이, 접이식* - 1개  $14.00 
5491 최대 호기량 측정기‡ - 1개  $11.00 

요실금 용품
6001 성인용 요실금 기저귀, 중형(접착스트립), 32"~44"* - 24개  $14.00 
6002 성인용 요실금 기저귀, 대형(접착스트립), 44"~58"* - 24개  $15.00 
6003 성인용 요실금 기저귀, 특대형(접착스트립), 58"~63"* - 20개  $15.00 
5714 Attends® Discreet 남성용 기저귀* - 20개  $14.00 
5878 Attends® Discreet 남성용 패드* - 20개  $8.00 
5879 Attends® Discreet 여성용 일반형 요실금 패드* - 20개  $6.00 
5880 Attends® Discreet 여성용 맥시멈 요실금 패드* - 20개  $7.00 
5715 Attends® Discreet 여성용 얼티밋 요실금 패드* - 20개  $21.00 
5881 Attends® Discreet 여성용 팬티라이너* - 28개  $5.00 
5716 Attends® Discreet 여성용 울트라씬 패드* - 20개  $8.00 
5717 배리어 크림, 4 oz. - 1개  $9.00 
5825 목욕용 물티슈 - 8매  $7.50 
6011 환자용 변기 - 1개  $5.00 
5150 요실금 패드, 성인용* - 14개  $7.00 
4043 요실금 패드, 연속 착용 오버나이트* - 24개  $30.00 
5720 요실금 모양 패드, 일반 흡수력* - 28개  $12.00 

가정용 진단 및 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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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718 요실금 모양 패드, 맥시멈 흡수력* - 28개  $12.00 
5719 요실금 모양 패드, 얼티밋 흡수력* - 28개  $16.00 
5883 일회용 속옷 기저귀, 중형, 34"~44"* - 20개  $15.00 
5882 일회용 속옷 기저귀, 대형, 44"~58"* - 18개  $15.00 
5884 일회용 속옷 기저귀, 특대형, 58"~68"* - 14개  $15.00 
5443 여성용 세탁 가능 팬티, 스몰* - 1개  $17.00 
5444 여성용 세탁 가능 팬티, 미디움* - 1개  $17.00 
5445 여성용 세탁 가능 팬티, 라지* - 1개  $17.00 
5446 여성용 세탁 가능 팬티, X-라지* - 1개  $17.00 
6030 Lantiseptic® 피부 보호 연고, 4 oz. 50% 1개  $10.00 
6032 남성 소변기 - 1개  $4.00 
5440 남성용 세탁 가능 팬티, 스몰* - 1개  $17.00 
5441 남성용 세탁 가능 팬티, 미디움* - 1개  $17.00 
5439 남성용 세탁 가능 팬티, 라지* - 1개  $17.00 
5442 남성용 세탁 가능 팬티, X-라지* - 1개  $17.00 
5885 노린스 바디 워시, 8oz. - 1개  $4.00 
6040 여성 케어 워시 린스프리, 8 oz. - 1개  $5.00 
6058 언더패드, 일회용, 23" x 24"* - 50개  $14.00 
5170 언더패드, 일회용, 23" x 36"* - 5개  $5.00 
5721 언더패드, 일회용, 23" x 36"* - 15개  $10.00 
5722 언더패드, 일회용, 30" x 30"* - 10개  $10.00 
6059 언더패드, 추가 흡수력 공기 투과성, 30" x 36"* - 5개  $13.00 
5413 산화 아연 연고, 1 oz. 20% 1개  $3.00 

통증 완화
5022 아세트아미노펜 관절염 650 mg. 24정  $3.00 
5430 아세트아미노펜 관절염 650 mg. 100정  $9.00 
5038 아세트아미노펜 어린이용 츄어블 80 mg. 30정  $4.00 
5018 아세트아미노펜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500 mg. 50정  $2.50 

요실금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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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6066 아세트아미노펜 플러스 아스피린 & 카페인
250 mg., 
250 mg.,  
65 mg.

100정  $7.00 

5428 아세트아미노펜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500 mg.,  
25 mg. 50정  $3.00 

6039 아세트아미노펜 PM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500 mg.,  
25 mg. 100정  $6.00 

5302 아세트아미노펜 정 325 mg. 100정  $2.00 
5054 Advil® 리퀴드젤 200 mg. 20정  $8.00 
5053 Advil® 정 200 mg. 50정  $8.00 
5375 After Bite® 벌레물림 완화, 0.5 oz. - 1개  $6.00 
5243 Aleve® 정 220 mg. 24정  $8.00 
5256 Aleve® 정 220 mg. 90정  $15.00 
4040 Aspercreme®(리도카인 함유), 2.7 oz. 4% 1개  $13.00 
5343 Aspercreme®, 1.25 oz. 10% 1개  $8.00 
5297 아스피린 정 325 mg. 100정  $2.00 
5064 아스피린, 장용정 325 mg. 100정  $2.00 
6010 아스피린, 장용정, 저용량 81 mg. 500정  $11.00 
5205 Bayer® 아스피린 325 mg. 100정  $13.00 
5493 Bengay® 크림, 2 oz. - 1개  $9.00 
5251 캡사이신 크림, 2.1 oz. 0.025% 1개  $7.00 
4007 캡사이신 열 패치 0.025% 2매  $2.00 
4038 디클로페낙 관절염 통증 완화 젤, 3.53 oz. 1% 1개  $12.00 
4013 Eagle Brand 약용 오일, 24 ml. - 1개  $12.00 
4014 Eagle Brand 약용 오일, 라벤더, 24 ml. - 1개  $13.00 
5363 Ecotrin® 장용정 아스피린 325 mg. 125정  $11.00 

5011 Excedrin® 편두통 정
250 mg., 
250 mg.,  
65 mg.

24정  $8.00 

5314 Fast Freeze® 통증 완화 스프레이, 4 oz. - 1개  $9.00 
6027 온열 찜질기 디지털, 12" x 15"* - 1개  $35.00 

통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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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472 온열 패드, 12" x 15"* - 1개  $18.00 
5726 온열 패드, X-라지, 12" x 24"* - 1개  $35.00 
5725 온열 패드 랩(어깨, 목, 허리), 25" x 26"* - 1개  $55.00 
5886 온열 랩, 허리 및 엉덩이 - 2개  $6.00 
5887 온열 랩, 목 및 어깨 - 3개  $6.00 
5020 이부프로펜 츄어블 100 mg. 24정  $7.00 
5401 이부프로펜 리퀴드 젤 200 mg. 20정  $5.00 
5485 이부프로펜 정 200 mg. 100정  $2.00 
6029 이부프로펜 정 200 mg. 500정  $10.00 
5342 통증 완화 롤온형, 2.5 oz. 16% 1개  $8.00 
5341 Icy Hot® 패치 5% 5매  $8.00 
5888 리도카인 패치 4% 5매  $7.00 
4008 약용 통증 완화 패치 - 60매  $7.00 
4009 약용 통증 완화 패치, 라지 - 6매  $7.00 
5826 멘솔 젤, 8 oz. - 1개  $9.00 
5457 근육통 크림, 1.25 oz. - 1개  $3.00 
5017 나프록센 나트륨 정 220 mg. 50정  $4.00 
5889 나프록센 나트륨 정 220 mg. 100정  $5.00 
5383 Salonpas® 패치 - 6매  $7.00 
4015 시앙 퓨어 오일 오리지널 레드 포뮬러, 7 ml. - 1개  $13.00 
5366 Tens Unit 근육 자극기, 아날로그 - 1개  $44.00 
4036 Tens Unit 근육 자극기, 디지털 - 1개  $40.00 
4019 Tiger Balm® 리니먼트, 2 oz. - 1개  $9.00 
5318 Tiger Balm® 머슬 럽, 2 oz. - 1개  $5.00 
4018 Tiger Balm® 연고, 엑스트라 스트렝스, 0.63 oz. - 1개  $7.00 
4020 Tiger Balm® 연고, 울트라 스트렝스, 1.7 oz. - 1개  $12.00 
4016 Tiger Balm® 패치, 레귤러 - 5매  $7.00 
4017 Tiger Balm® 패치, 라지 - 4매  $8.00 
5425 Tylenol® PM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500 mg. 24정  $11.00 

통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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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5424 Tylenol® 레귤러 스트렝스 정 325 mg. 100정  $12.50 
6065 요도 통증 완화 95 mg. 30정  $10.00 
5727 Wellpatch® 편두통 - 4매  $7.00 

살충제(머릿니 치료)
5411 머릿니 제거 빗 - 1개  $2.00 
5827 머릿니 제거 키트 - 1키트  $27.00 
5024 머릿니 치료 샴푸, 4 oz. 4% 1개  $10.00 
5035 LiceMD® 머릿니용 샴푸, 4 oz. - 1개  $18.00 

개인 케어
5390 비듬방지 샴푸, 11 oz. - 1개  $3.00 

재활, 치료 및 운동
6078 식기류, 가중식 및 접이형 - 1세트  $50.00 

4012 운동 DVD, 베스트 오브 시즌 1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 
(밴드 포함) - 1개  $32.00 

4010 운동 DVD, 편하게 앉아서 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 - 1개  $16.00 

4011 운동 DVD, 빠른 체중 감소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 
(밴드 포함) - 1개  $27.00 

6067 운동 저항 밴드, X-라이트 - 1개  $2.00 
6068 운동 저항 밴드, 라이트 - 1개  $2.00 
6069 운동 저항 밴드, 미디움 - 1개  $2.00 
6070 운동 저항 밴드, 헤비 - 1개  $3.00 
6071 운동 저항 밴드, X-헤비 - 1개  $3.00 
6072 운동 저항 밴드, 2X-헤비 - 1개  $3.00 
4026 젤타입 손운동볼, 엑스트라 소프트 - 1개  $9.00 
4027 젤타입 손운동볼, 소프트 - 1개  $9.00 
4028 젤타입 손운동볼, 중간 - 1개  $9.00 
4029 젤타입 손운동볼, 단단함 - 1개  $9.00 
4030 젤타입 손운동볼, 매우 단단함 - 1개  $9.00 
4031 젤타입 손운동볼, 5개 저항 세트 - 1개  $40.00 
4034 아령, 1lb. - 1개  $25.00 

통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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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성분 함량 수량 가격

4035 아령, 2lb. - 1개  $25.00 
6073 페달 운동기 - 1개  $50.00 

6074 재활 엉덩이 키트(집게, 구둣주걱, 양말 신기 보조도구, 
목욕 스폰지) - 1개  $22.00 

6075 어깨 운동용 풀리 - 1개  $17.00 
6076 양말 신기 보조도구 - 1개  $6.00 
6077 스트레칭 스트랩 - 1개  $15.00 
4033 손목발목 중량 조절 웨이트, 1 lb. - 1개  $25.00 
4032 손목발목 중량 조절 웨이트, 2.5 lb. - 1개  $25.00 

스킨 케어
5397 여드름 젤 과산화 벤조일, 1.5 oz. 10% 1개  $5.00 
5535 알로에 베라 크림, 8 oz. - 1개  $3.00 
5890 락트산 암모늄 보습 로션, 8 oz. 12% 1개  $8.00 
5169 항균 물티슈 - 24장  $3.00 
5091 건성용 피부 크림, 16 oz. - 1개  $7.00 
5479 벌레 퇴치제, 4 oz. - 1개  $7.00 
5486 벌레 퇴치제, Cutter® Backwoods, 6 oz. - 1개  $8.00 
6036 알로에 함유 보습 바디 로션, 8 oz. - 1개  $5.00 
5665 자외선 차단제, SPF 30, 4 oz. - 1개  $5.00 

수면 보조 제품
5074 디펜히드라민 슬립 정 - 50정  $5.00 
5891 코골이 방지 스트립, 미디움 - 30개  $10.00 
5892 코골이 방지 스트립, 라지 - 30개  $10.00 
5340 Unisom® 정 25 mg. 16정  $10.00 

금연 제품
5050 니코틴 껌‡ 2 mg. 20개  $9.00 
5049 니코틴 껌‡ 4 mg. 20개  $9.00 
5285 니코틴 껌‡ 4 mg. 50개  $25.00 
5689 니코틴 캔디‡ 4 mg. 72개  $34.00 

재활, 치료 및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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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니코틴 패치, 1단계‡ 21 mg. / 24 hr. 14매  $34.00 
5687 니코틴 패치, 2단계‡ 14 mg. / 24 hr. 14매  $34.00 
5688 니코틴 패치, 3단계‡ 7 mg. / 24 hr. 14매  $34.00 

보호대 및 보조기
5395 발목 보호대 - 1개  $4.00 
5146 색전증 방지 의료용 압박스타킹, 스몰 - 1켤레  $7.00 
5148 색전증 방지 의료용 압박스타킹, 미디움 - 1켤레  $7.00 
5560 색전증 방지 의료용 압박스타킹, 라지 - 1켤레  $7.00 
5147 색전증 방지 의료용 압박스타킹, X-라지 - 1켤레  $7.00 
5120 팔 고정대 - 1개  $10.00 
5207 관절염 장갑, 스몰 - 1켤레  $25.00 
5208 관절염 장갑, 미디움 - 1켤레  $25.00 
5209 관절염 장갑, 라지 - 1켤레  $25.00 
6006 관절염 무릎 보호대, 스몰 - 1개  $24.00 
6007 관절염 무릎 보호대, 미디움 - 1개  $24.00 
6008 관절염 무릎 보호대, 라지 - 1개  $24.00 
6009 관절염 무릎 보호대, X-라지 - 1개  $24.00 
5893 허리 보호대 탄성, 24"~46" - 1개  $14.00 
5894 허리 보호대 탄성(요추 부목) - 1개  $25.00 
6090 허리 보호대(멜빵 벨트), 스몰 - 1개  $20.00 
6091 허리 보호대(멜빵 벨트), 미디움 - 1개  $20.00 
6092 허리 보호대(멜빵 벨트), 라지 - 1개  $20.00 
6093 허리 보호대(멜빵 벨트), X-라지 - 1개  $20.00 
5604 허리 보호대, 일반 - 1개  $25.00 
5407 손목 터널 장갑, 스몰 - 1개  $25.00 
5408 손목 터널 장갑, 미디움 - 1개  $25.00 
5409 손목 터널 장갑, 라지 - 1개  $25.00 
5470 손목 터널 야간 수면 지원 보조기 - 1개  $30.00 

금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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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압축 양말 무릎 길이, 15-20mmHg, 남성용 검정, 미디
움(신발 사이즈 6-8)‡ - 1켤레  $13.00 

5896 압축 양말 무릎 길이, 15-20mmHg, 남성용 검정, 라지 
(신발 사이즈 7.5-11)‡ - 1켤레  $13.00 

5897 압축 양말 무릎 길이, 15-20mmHg, 남성용 흰색, 미디
움(신발 사이즈 6-8)‡ - 1켤레  $13.00 

5898 압축 양말 무릎 길이, 15-20mmHg, 남성용 흰색, 라지 
(신발 사이즈 7.5-11)‡ - 1켤레  $13.00 

5729 압축 양말 무릎 길이, 8-15mmHg, 여성용 베이지, 스몰
(신발 사이즈 4-5)‡ - 1켤레  $13.00 

5899 압축 양말 무릎 길이, 8-15mmHg, 여성용 베이지, 미디
움(신발 사이즈 5.5-7.5)‡ - 1켤레  $13.00 

5900 압축 양말 무릎 길이, 8-15mmHg, 여성용 베이지, 라지
(신발 사이즈 8-10.5)‡ - 1켤레  $13.00 

5728 압축 양말 무릎 길이, 8-15mmHg, 여성용 검정, 스몰 
(신발 사이즈 4-5)‡ - 1켤레  $13.00 

5901 압축 양말 무릎 길이, 8-15mmHg, 여성용 검정, 미디움
(신발 사이즈 5.5-7.5)‡ - 1켤레  $13.00 

5902 압축 양말 무릎 길이, 8-15mmHg, 여성용 검정, 라지 
(신발 사이즈 8-10.5)‡ - 1켤레  $13.00 

5903 디럭스 크리스 크로스 허리 보호대, 스몰, 28"~32" - 1개  $21.00 
5904 디럭스 크리스 크로스 허리 보호대, 미디움, 33"~37" - 1개  $21.00 
5905 디럭스 크리스 크로스 허리 보호대, 라지, 38"~42" - 1개  $21.00 
6024 탄성 붕대, 2" x 4.5 yd.* - 1개  $2.00 
5398 탄성 붕대, 3" x 5 yd.* - 1개  $2.00 
5152 탄성 붕대, 4" x 5 yd.* - 1개  $2.00 
6025 탄성 붕대, 6" x 5 yd.* - 1개  $4.00 
5906 뒤꿈치 및 팔꿈치 보호대, 스몰 - 1개  $14.00 
5907 뒤꿈치 및 팔꿈치 보호대, 미디움 - 1개  $14.00 
5908 뒤꿈치 및 팔꿈치 보호대, 라지 - 1개  $14.00 
5909 뒤꿈치 및 팔꿈치 보호대, X-라지 - 1개  $14.00 
5732 엉덩이 보호대, 스몰 - 1개  $37.00 

보호대 및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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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엉덩이 보호대, 미디움 - 1개  $37.00 
5730 엉덩이 보호대, 라지 - 1개  $37.00 
5733 엉덩이 보호대, X-라지 - 1개  $37.00 
5526 재사용 가능한 핫/콜드 팩, 5" x 10" - 1개  $4.00 
5734 무릎 보호대 - 1개  $21.00 
5735 무릎 보호대, 탄성, 스몰 - 1개  $9.00 
5736 무릎 보호대, 탄성, 스몰(지지대 포함) - 1개  $19.00 
5910 무릎 보호대, 탄성, 미디움 - 1개  $9.00 
5911 무릎 보호대, 탄성, 미디움(지지대 포함) - 1개  $19.00 
5912 무릎 보호대, 탄성, 라지 - 1개  $9.00 
5913 무릎 보호대, 탄성, 라지(지지대 포함) - 1개  $19.00 
5914 팔 보호 슬리브, 스몰 - 1쌍  $20.00 
5915 팔 보호 슬리브, 미디움 - 1쌍  $22.00 
5916 팔 보호 슬리브, 라지 - 1쌍  $22.00 
5917 팔 보호 슬리브, X-라지 - 1쌍  $22.00 
5737 리브 벨트, 여성용, 프리 사이즈 - 1개  $18.00 
5738 리브 벨트, 남성용, 프리 사이즈 - 1개  $18.00 
5391 지지대, 무릎용(U-지지대 포함), 미디움 - 1개  $31.00 
5392 지지대, 무릎용(U-지지대 포함), 라지 - 1개  $31.00 
5388 지지대, 무릎용(U-지지대 포함), X-라지 - 1개  $31.00 
6047 테니스 엘보우 지지대 - 1개  $9.00 
5561 엄지손가락 보호대 - 1개  $15.00 
4077 손목 압박대, 소형 - 1개  $10.00 
4078 손목 압박대, 중형 - 1개  $10.00 
4079 손목 압박대, 대형 - 1개  $10.00 
5389 손목 보호대 - 1개  $3.00 

보호대 및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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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아시도필러스 프로바이오틱스‡ 500 mm. 100개  $5.00 
6012 베타 카로틴‡ 7,500 mcg. 100정  $8.00 
5359 비오틴 구미‡ 5,000 mcg. 60정  $8.00 
5300 칼슘‡ 600 mg. 60정  $6.00 

5355 칼슘 + 비타민 D3 구미‡ 500 mg.,  
25 mcg. 60정  $11.00 

5739 칼슘 츄어블, 초콜릿‡ 650 mg. 60정  $8.00 
5181 칼슘, 굴껍데기‡ 500 mg. 100정  $2.00 
5000 Centrum® 비타민‡ - 130정  $17.00 
4037 크로뮴 피콜리네이트‡ 200 mcg. 100정  $6.00 
5402 대구 간 소프트젤‡ 400 mg. 110정  $6.00 
5306 데일리 멀티비타민‡ - 100정  $2.00 
5354 데일리 멀티비타민 구미‡ - 60정  $8.00 
5918 데일리 멀티비타민 구미‡ - 120정  $10.00 
6063 DHEA 호르몬 보충제‡ 25 mg. 90정  $10.00 
5448 눈 영양제 정‡ - 60정  $4.00 
5740 글루콘산제일철 철분 보충제‡ 240 mg. 100정  $4.50 
5299 황산제일철 철분 보충제‡ 325 mg. 100정  $3.00 
5271 아마씨유 소프트젤‡ 1,000 mg. 100정  $8.00 
5071 엽산‡ 400 mcg. 100정  $2.00 
5668 엽산‡ 800 mcg. 100정  $4.00 
5270 엽산‡ 800 mcg. 180정  $5.00 
6026 글루코사민(관절 건강 유지)‡ 500 mg. 60정  $9.00 
5919 면역기능 보조제 츄어블‡ - 50정  $9.00 
4081 다리 경련 통증 완화 정제‡ - 50개  $12.00 
5436 루테인‡ 20 mg. 60정  $11.00 
5742 마그네슘‡ 250 mg. 110정  $4.00 
5328 마그네슘‡ 500 mg. 100정  $7.00 
5273 멜라토닌‡ 3 mg. 90정  $6.00 
5358 멜라토닌 구미‡ 5 mg. 120정  $12.00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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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나이아신‡ 100 mg. 100정  $2.00 
5184 나이아신‡ 500 mg. 100정  $6.00 
5255 플러쉬-프리 나이아신‡ 500 mg. 60정  $7.00 
5920 하루한알 남성용 멀티비타민‡ - 100정  $6.00 
5186 하루한알 여성용 멀티비타민‡ - 100정  $6.00 
5174 포타슘글루코네이트‡ 595 mg. 100정  $6.00 
5744 Rena-Vite‡ - 100정  $10.00 
5226 셀레늄‡ 200 mcg. 60정  $5.00 
5132 시니어 종합비타민‡ - 90정  $5.00 
4005 시니어 남성용 종합비타민‡ - 100정  $8.00 
4006 시니어 여성용 종합비타민‡ - 100정  $8.00 
5921 스트레스 포뮬라 아연 정‡ - 60정  $5.00 
4025 강황 캡슐‡ 500 mg. 60정  $7.00 
5065 비타민 A‡ 3,000 mcg. 100정  $4.00 
5745 비타민 B-1‡ 100 mg. 100정  $6.00 
5308 비타민 B-12‡ 100 mcg. 100정  $4.00 
5746 비타민 B-12‡ 500 mcg. 100정  $2.00 
6060 비타민 B-12‡ 1,000 mcg. 100정  $7.00 
5922 비타민 B-12, 설하정‡ 5,000 mcg. 30정  $6.00 
5747 비타민 B-6‡ 100 mg. 100정  $4.00 
5305 비타민 B 복합체‡ - 100정  $4.00 
5179 비타민 B 복합체 + 비타민 C‡ - 100정  $7.00 
5248 비타민 B 복합체 구미‡ - 70정  $12.00 
5748 비타민 C‡ 1,000 mg. 100정  $7.00 
5492 비타민 C 구미‡ 250 mg. 60정  $8.00 
5175 비타민 D3‡ 10 mcg. 100정  $4.00 
5356 비타민 D3 구미‡ 50 mcg. 60정  $11.00 
5750 비타민 E‡ 45 mg. 100정  $6.00 
5269 비타민 E‡ 180 mg. 110정  $8.00 
5274 아연 정‡ 50 mg. 100정  $6.00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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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해당 품목은 파트 B 또는 파트 D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으로 인해 품목이 파트 
B 또는 파트 D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Medicare 보장 품목이므로 해당 품목을 얻기 위해 
파트 C 추가 OTC 혜택(Part C Supplemental OTC benefit)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 목적 품목은 의학적 상태 또는 일반 건강 및 웰빙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제품입니다. 이러한 
품목은 회원님의 개별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에 대해 논의한(또는 회원님의 플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체액 저류를 추적관찰하기 위해 울혈성 심부전 또는 간 질환이 있는 회원님들만 저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 수량, 규격 및 가격은 재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혜택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품목은 제조업체 및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품목은 예고 없이 언제든지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OTC 품목의 브랜드명은 각 회사의 상표입니다. 
품목비용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을 확인하고 건강 또는 의료상 문의 사항은 진료의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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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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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

거리 # 거리명 아파트/호수 #

시 주 우편번호

전화 이메일

2단계 – 제품 선택

1단계 – 개인 정보 입력

회원 ID(회원 ID 카드에 기재되어 있음) 생년월일(MM/DD/YYYY)

품목# 물품 내역 가격 수량 총계

$     

$

$

$

$

$

$

$

$

$

$

$

$

$

제품 주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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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 금액이 혜택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 서비스 상담원이 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지불금 수령을 위해 
회원님께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3단계 – 작성된 양식 우편송부

요금 별납 봉투를 사용하여 작성된 주문 양식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NationsOTC 
1801 NW 66th Avenue, Suite 100
Plantation, FL 33313

문의 사항이 있거나 주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NationsOTC에 1-877-280-6207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회원 서비스 상담팀이 1년 365일 24시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양식에 제공한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이 NationsOTC 또는 여하한 계약 당사자가 본인의 계정, 
본인의 건강 혜택 플랜 또는 관련 프로그램 또는 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본인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중요: 주문 총액이 현 혜택 기간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려면 매월 20일까지 주문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주문품이 더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해 주십시오.

OTC Product Order Form

2단계 – 제품 선택

품목# 물품 내역 가격 수량 총계

$     

$

$

$

$

총 주문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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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주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회원 서비스 상담팀이
1년 365일 24시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ationsOTC.com/BND 
방문

1-877-280-6207 (TTY: 711) 
로 전화

주문 양식을 작성하여 
NationsOTC로 

우편송부

지금 회원님의 OTC 혜택으로 필요한 품목을 주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