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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Shield of California는 OTC Health Solutions과 계약하여 일반의약품(OTC)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주문하려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주문을 하려면 아래 나와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따르세요. OTC 품목 혜택 상세 
내역에 대한 추가 정보는 blueshieldca.com/medicareOTC를 방문하세요. 

다음 Blue Shield of California 플랜 중 하나에 가입하신 경우, OTC 품목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Medicare 추가 플랜 G 엑스트라
• Medicare 추가 플랜 G Inspire
• Blue Shield Inspire (HMO) – Los Angeles, Orange, Alameda, San Mateo, Fresno, Madera, 

Santa Clara, San Joaquin, Stanislaus, Merced 카운티
• Blue Shield Inspire (HMO D-SNP) – Fresno, San Joaquin, Merced, Stanislaus 카운티
• Blue Shield Select (PPO) – Alameda, Orange, San Diego 카운티
• Blue Shield 65 Plus (HMO) – San Luis Obispo, Santa Barbara, Kern, San Diego, 

Ventura 카운티
• Blue Shield 65 Plus Choice Plan (HMO) – San Bernardino, Riverside 카운티
• Blue Shield AdvantageOptimum Plan (HMO) – Los Angeles, Orange 카운티
• Blue Shield AdvantageOptimum Plan 1 (HMO) – San Diego 카운티
• Blue Shield TotalDual Plan (HMO D-SNP) – Los Angeles, Orange, San Bernardino, 

San Diego 카운티
• Blue Shield Medicare (PPO) – 그룹 플랜을 선택하세요. 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적용 범위 

증거를 참조하세요. 

이것은 Medicare 파트 B 또는 파트 D에 따른 처방약 혜택 또는 처방약 적용 범위가 아닙니다. 해당 시 처방약의 
혜택 또는 적용 범위를 확인하려면 계획 문서를 참조하세요. 

본 카탈로그에는 Medicare 파트 B 또는 파트 D로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회원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파트 B 또는 파트 D로 보장되는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을 받기 위해 OTC 혜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품목은 OTC 혜택이 아니라 Medicare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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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주문 방법 두 가지 
#1 –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법:
1.   blueshieldca.com/medicareOTC에서 온라인으로 Blue Shield 회원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2.   Popular Tasks(인기 작업)에서 Over-the-Counter Items(일반의약품)을 선택한 다음 팝업 창에서  

Continue(계속)을 클릭합니다. OTC Health Solutions 웹사이트로 리디렉션됩니다. 
3.  OTC 품목 계정 생성하기 
 •  온라인 주문을 처음으로 하시는 경우, 계정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blueshieldca.com/medicareOTC에 

방문하세요. Create Account(계정 생성) 버튼을 선택하고 안내를 따르세요. 
  - 회원 ID, 생년월일, 우편 번호 및 현재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Blue Shield 회원 ID 번호를 입력할 때는 숫자 값만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회원 ID 번호가 

ABC123456789인 경우 ‘123456789’만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도 만드셔야 합니다. 
 •  계정을 만드는 각 회원은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 계정이 있는 배우자나 보호자와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면 하나의 계정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회원 ID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Get help locating your member ID(회원 ID 찾기 도움말)를 선택하세요. 
 •  다음 주문 시 필요하니 비밀번호 저장을 잊지 마세요. 다시 로그인할 때 회원 ID 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Forgot Password?(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4.  주문하기
 • 로그인 후, 혜택 금액과 잔액이 페이지 상단에 표시됩니다. 
 •  주문 가능한 제품을 탐색하고 장바구니에 추가하세요. 총 주문 금액이 페이지 상단 잔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주문할 준비가 되면 Checkout(체크아웃) 버튼을 선택하세요. 
 •  체크아웃 페이지에서 표시된 배송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모든 것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그 후에 주문을 넣으세요. 달력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  주문이 발송되면 추적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주문 물품이 발송되면 배송 추적 정보가 이메일로  

발송되며, 배달 완료 시에도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혜택 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FAQ에 있는 주문 빈도 제한을 검토하세요. 

알림: 각 혜택 기간의 주문은 오후 8시 59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의 태평양 시간이 기준입니다.  

반품 정책
개인용 제품의 특성상 반품이나 교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량 또는 파손 제품을 받으신 경우, 주문 이후  
30일 이내에 OTC Health Solutions에 전화해주세요.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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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화
(888) 628-2770 (TTY: 711)로 전화하시면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에이전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태평양 시간 기준)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화 대화형 음성 응답(IVR)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하루 24시간 주 7일 주문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용법을 확인하세요. 
전화 주문 시, 가입자 ID 카드와 함께 주문하려는 품목을 준비하세요.

24시간 대화형 음성 응답(IVR)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문하는 방법:

1.   파일의 전화 번호로 OTC Health Solutions에 전화하세요. 

  참고: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시스템이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 IVR 시스템을 
통해 주문하고자 하는 경우, OTCHS 대리점에 대체 번호를 제공하여 귀하의 계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에서 계정이 확인되면, 생년월일을 MMDD(월월일일)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3.   계정 인증 절차가 시작되고 시스템을 통해 가입 계정의 이름과 주소를 인증합니다. 

4.   주문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코드에 숫자 부분을 입력하여 품목을 식별하세요. 

 •  예시: ‘C34 약용 가슴 도포약’을 주문하려면 ‘34’를 선택하고 품목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스템에서 해당 품목을 확인하면, 해당 제품명과 수량을 다시 읽으며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 
질문합니다. 중요: 선택하기 전에 시스템이 질문 발화를 완료하게 만드세요. 

 • ‘예’인 경우, 시스템이 장바구니에 해당 품목을 추가합니다. 

 • ‘아니요’인 경우, 시스템이 제품 또는 수량 편집 옵션을 제공합니다. 

5.   항목을 선택했으면 카트에서 항목을 검토하거나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토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확인 번호를 안내하고 통화가 종료됩니다. 

 •  주문을 검토하면서 시스템에서 항목을 편집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주문을 제출하거나,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태평양 시간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고: 직원과 통화를 선택하면, 품목은 
저장되지 않으므로 주문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IVR 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추적하거나 카탈로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품 정책 
개인용 제품의 특성상 반품이나 교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량 또는 파손 제품을 받으신 경우, 주문 이후  
30일 이내에 OTC Health Solutions에 전화해주세요.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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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가입자 ID 번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의료 플랜 가입자 ID 카드 앞면에 있습니다.

OTC 품목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OTC 품목 혜택은 일반, 일반의약품 건강 및 웰니스 제품을 (888) 628-2770 (TTY: 711)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blueshieldca.com/medicareOTC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승인된 OTC 품목 목록에서 
선택하면 OTC Health Solutions가 집 주소로 직접 발송합니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복리 후생 충당 
금액을 이용하여 OTC 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 OTC 품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혜택 허용 금액은 Blue Shield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플랜 문서를 확인하시거나 (888) 628-2770 (TTY: 711)로 
OTC Health Solutions에 전화하세요. 

얼마나 자주 내 OTC 품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OTC 품목 혜택은 혜택 수당 금액 내에서 분기당 최대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당 2건 이상 주문서를 
제출하면 혜택 수당을 초과하게 됩니다. 분기 혜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1월, 2월 및 3월)
• 2분기 (4월, 5월 및 6월)
• 3분기 (7월, 8월 및 9월)
•  4분기 (10월, 11월 및 12월)

미사용 급여액을 다음 혜택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미사용 급여 충당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혜택 금액(주문 수량과 허용 금액 모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문할 수 있나요? 
귀하의 주문 총액은 혜택 금액(주문 수 및/또는 허용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는 귀하의 혜택보다 더 많은 
항목을 구입하는 데 대한 지불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주문이 혜택 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문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문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주문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최대 물량 기간 및 유해 물질 품목이 포함된 주문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 후 14일 이내에 물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 본 기관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완료 이후 주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주문은 주문 후 30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문이 완료되면 확인 번호를 보내드립니다. 항상 확인 번호를 받고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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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계속됨) 

주문을 추적할 수 있나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추적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시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카탈로그 한 부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추적 이메일/문자를 받을 때마다 디지털 버전 카탈로그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플랜 웹페이지에서 카피를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 관련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 카탈로그에는 https://www.cvs.com에서 제품 이미지를 검색하고 성분과 같은 추가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KU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배송 방식은 무엇인가요? 
물품은 USPS를 이용해 가정까지 무료로 배송됩니다. 배달까지 최대 14일이 걸립니다. 

기타 참고:
•  수량 제한: 주문 가능한 물품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기당 한 품목의 수량 제한은 9개입니다. 특별 

제한이 있는 일부 선정 제품이 있으며, ‘«’ 또는 ‘n’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보조제: 특정 비타민 또는 미네랄 보조제를 구매하는 경우, 회원의 담당의가 구체적인 질환 진단과 함께 해당 
비타민 또는 보조제를 추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품은 “이중 목적 품목”이라고 하며 ‘u’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품목을 주문하기 전 담당의와 상담해주세요. 

•  개인 사용 전용: 이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은 개인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등록된 회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 후 14일 이내에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평양 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888) 628-2770 (TTY: 711)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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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2년 8월 최종 업데이트.

코드 SKU 제품 - 사이즈 가격
I1 228767 남성 요실금 팬티 - 27 CT  $9 
I6 458004 예민 부위 청결 티슈 - 192 CT  $12 

I70 830476  여성용 S/M 속옷 맥스 - 36 CT  $21 
I71 830475  여성용 L속옷 맥스 - 32 CT  $21 
I72 830474  여성용 XL 속옷 맥스 - 28 CT  $21 
I73 830473 남성용 S/M 속옥 맥스 - 36 CT  $21 
I75 842939 남성용 L/XL 속옷 맥스 - 32 CT  $21 
I76 163094 유니섹스 XL 브리프 맥스 - 14 CT  $13 
I77 641431 유니섹스 L 브리프 맥스 - 16 CT  $13 
I78 240487 여성용 보호 패드 보통 - 20 CT  $5 

I79 964701 오버나이트 여성용 방광 제어 
패드 - 30 CT  $12 

I80 520577 성인용 관리 티슈 - 48 CT  $8 

I83 383703  공용 오버나이트 속옷 XL - 
12 CT  $13 

I84 383182  공용 오버나이트 속옷 L - 14 CT  $13 
I86 512509 언더 패드 XL 23”X36” - 18 CT  $9 

I87 795728 여성용 방광 제어 패드, 대형 - 
27 CT  $12 

I88 163093 남성용 방광 제어 패드 - 52 CT  $12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A2 477066 알레르기 완화 태블릿 - 24 CT  $4 
A3 444238 세티리진 10MG 태블릿 - 30 CT  $10 

A5 232642 로라타딘 10MG 24시간 일반 - 
30 CT  $10 

A6 847260 펙소페나딘 태블릿 180MG - 
30 CT  $19 

A10 232641 로라타딘 10MG - 10 CT  $7 

A11 389345 레보세티리진 알레르기 완화 - 
35 CT  $16 

성인 케어

알레르기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A16 583518 로라타딘 10MG 태블릿 - 
365 CT  $40 

A25 981751 염산세티리진 소프트겔 10MG - 
40 CT  $24 

A35 985574 플루티카손 비강 스프레이 
50MCG 12 스프레이 - 0.54 OZ  $21 

A37 994433 알레르기 비강 스트립 - 10 CT  $5 

A47 571851 세티리진 염산정 10MG - 
365 CT  $58 

A48 888489 펙소페나딘 180MG - 90 CT  $34 

A59 238246 플루티카손 코 스프레이 - 
0.34 OZ  $14 

알레르기

코드 SKU 제품 - 사이즈 가격
C3 895139 감기 독감 및 인후통 맥스 - 6 OZ  $11 

uC5 970454 AIRSHIELD 성인용 거미 - 
42 CT  $11 

C7 587618 흉부에 바르는 약 - 3.53 OZ  $6 
«C8 155912 강체 팁 디지털 온도계 - 개당  $7 

uC9 381791 AIRSHIELD 트윈 팩 오렌지 - 
20 CT  $10 

C12 971824 TUSSIN CF 최대 강도 - 4 OZ  $6 
C13 707516 TUSSIN DM - 4 OZ  $6 
C16 297625  코 막힘 완화 태블릿 - 18 CT  $4 

C19 297885 가슴 울혈 완화 400MG - 
60 CT  $9 

C21 164183 흘림 없는 코 미스트 - 1 OZ  $6 
«C23 834800 관자놀이 체온계 - 개당  $42 

C24 890425 낮용 감기/독감 소프트 겔 - 
16 CT  $5 

C25 465804 녹는 감기약 시트러스 - 25 CT  $9 

C26 954407 야간용 심각한 감기 및 독감 완화 
베리 - 8 OZ  $7 

C29 159734 코 막힘 완화 흡입기 - 0.07 OZ  $7 

감기약

«분기당 1회 제한 u이중 목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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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2년 8월 최종 업데이트.

코드 SKU 제품 - 사이즈 가격
C33 173270 점액 ER DM 최대 효과 - 14 CT  $16 
C34 277898 흉부에 바르는 약 - 1.76 OZ  $4 

C36 277790 코 스프레이 염분 2팩 트윈 팩 - 
1.5 OZ  $5 

C40 477060 TUSSIN DM 무설탕 - 8 OZ  $7 
C41 688783 감기약 무설탕 - 25 CT  $10 
C42 853587 목감기 치료제 - 0.07 OZ  $16 
C52 891465 식염수 비강 스프레이 - 1.5 OZ  $4 

C54 890411 야간용 감기/독감 소프트겔 - 
16 CT  $5 

C56 408566 부비강 아세트아미노펜 - 24 CT  $6 
C57 316620 부은 목 스프레이 - 6 OZ  $4 

C64 320711  AIRSHIELD 오렌지 태블릿 - 
10 CT  $6 

C66 858828 구강 미스트 - 0.5 OZ  $7 
C68 132213 흉부 울혈 및 기침 HBP - 20 CT  $8 

C72 954403 심각한 감기/독감 완화 낮약 
액상형 - 8 OZ  $7 

«C108 423796 적외선 온도계 - 개당  $49 
C111 423796 감기 및 플루 HBP - 개당  $49 

감기약

소화 건강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D2 310425 대변유화제 - 100 CT  $12 

D4 206805 가스 제거 E/S 소프트겔 - 
30 CT  $5 

D5 878020  BEANAID 캡슐 - 30 CT  $5 
D6 108530 글리세린 좌약 성인용 - 25 CT  $4 
D8 860849 속쓰림 진정제 - 100 CT  $8 
D9 451300 오메프라졸정 - 14 CT  $10 
D10 958326 매일 식이섬유 SF - 10 OZ  $9 
D11 348639 비사코딜 완화제정 - 25 CT  $4 
D12 672550 지사제 태블릿 - 12 CT  $5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D13 703368 핑크 비스무트 씹어 먹는  
태블릿 - 30 CT  $5 

D14 690256 산 조절 태블릿 - 30 CT  $7 
D15 139139 멀미 태블릿 - 12 CT  $5 
D16 690260 EASY FIBER - 8.6 OZ  $13 
D17 252794 식이섬유 캡슐 - 160 CT  $12 

D18 272722 에소메프라졸 마그네슘 캡슐 - 
42 CT  $24 

D19 919055 프로바이오틱 성인 4종 - 30 CT  $20 
D20 689598 위통 완화 캐플릿 - 24 CT  $3 
D21 401472 약용 치질 물티슈 - 48 CT  $6 
D22 961468 치질 좌약 - 12 CT  $6 
D23 144212 치질 연고 - 2 OZ  $9 
D24 494222 마그네시아유 - 12 OZ  $6 

D25 480996 완하제 비사코딜 좌약 10MG - 
4 CT  $6 

D26 452277 치질 크림 - 1.8 OZ  $11 
D27 689614 대변유화제 - 30 CT  $4 
D30 451305 오메프라졸 태블릿 - 42 CT  $23 
D31 267635 유제품 소화제 - 60 CT  $13 
D40 836320 제산 칼슘 ES 태블릿 - 96 CT  $6 
D45 883948 프로바이오틱 성인 9종 - 15 CT  $15 

D46 272739 에소메프라졸 마그네슘 캡슐 - 
14 CT  $10 

D47 883055 랜소프라졸 15MG 캡슐 - 14 CT  $10 
D49 713639 PURELAX 파우더 - 8.3 OZ  $11 
D53 166371 비사코딜 좌약 - 8 CT  $12 
D59 317683 대변유화제 소프트겔 - 25 CT  $7 
D68 888495 설사약 경구용액 - 4 OZ  $6 

소화 건강

«분기당 1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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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2년 8월 최종 업데이트.

시력 및 청력 건강

여성 관리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E7 110973 귀지 제거약 - 0.5 OZ  $4 
E8 941579 귀지 관리 키트 - 개당  $10 
E14 171322 인공 눈물 - 1 OZ  $9 
E18 695753 컨택트렌즈액 - 4 OZ  $5 
E19 976354 눈건강 50+ 비타민 - 90 CT  $20 
E20 457496 수영 귀 솔루션 - 1 OZ  $4 
E21 973866 귀지 제거 키트  - 개당  $8 
E23 482149 눈꺼풀 티슈 - 30 CT  $19 
E26 251599 렌즈 클리너 - 4 OZ  $4 
E35 208334 안구 알레르기 완화 안약 - 0.5 OZ  $7 
E43 394279 충혈 안약 - 0.33 OZ  $10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G5 167765 여성용 청결제 - 12 OZ  $7 
G6 234554 요통 완화제 - 30 CT  $6 
G9 721062 미코나졸 질삽입 및 크림 - 키트  $13 

G30 333336 미코나졸 7일 생식기 크림 - 7 CT  $10 
G40 842800 오버나이트 맥시 패드 - 36 CT  $8 
G41 289061 무향 여성 물티슈 - 32 CT  $5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F3 875957 강력 직물 항균 붕대 - 20 CT  $4 
F4 109405 칼라민 로션 플러스 - 6 OZ  $6 

F6 322430 삼중항생제/통증 완화 연고 - 
0.5 OZ  $4 

F8 618348 삼중항생제 연고 통증 및 흉터 - 
0.5 OZ  $7 

F9 383505 깨끗한 붕대 - 45 CT  $4 
F11 550749 가려움완화 크림 - 1 OZ  $5 
F13 955322 칼라민 플러스 스프레이 - 4.1 OZ  $8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F14 875952 플렉스 패브릭 손가락 너클 
항균성 붕대 - 20 CT  $4 

F15 241483 항균성 붕대 모둠 - 120 CT  $12 
F16 488598 붕대 모둠 값 팩 - 200 CT  $10 
F17 894077 투명 드레싱 상처 커버 - 8 CT  $7 
F18 832864 동결 사마귀 제거제 - 2.7 OZ  $18 
F19 330703 리도카인 화상 완화 젤 - 8 OZ  $6 
F20 717967 민감성 피부 접착 붕대 - 20 CT  $5 
F21 602441 아이오딘 - 1 OZ  $4 
F22 311533 메르티올레이트 - 2 OZ  $5 
F23 405572 응급 처치 키트 - 개당  $7 
F28 270304 방수 대형 투명 드레싱 - 4 CT  $14 
F31 864765 피부 소독 세정제 - 8 OZ  $12 
F32 482649 황산 마그네슘 - 22 OZ  $5 
F33 351170 사마귀 제거제 - 0.5 OZ  $8 
F38 270351 방수 모둠 투명 드레싱 - 10 CT  $9 

F39 998839 3피스 상처 관리 키트  
S/M - 개당  $15 

F40 489905 수술용 안면 마스크 - 25 CT  $15 
F41 360094 소형 수술용 안면 마스크 - 20 CT  $12 
F45 219642 산화 아연 연고 - 1 OZ  $4 
F47 337274 손가락 부상 키트 - 개당  $7 
F48 444797 알코올 물티슈 - 40 CT  $6 
F49 946095 하마메리스 스프레이 - 6 OZ  $8 
F50 935683 거즈 패드 비접착식 2X3 - 25 CT  $6 
F51 893121 거즈 패드 4X4 - 25 CT  $7 
F52 893120 거즈 패드 3X3 - 25 CT  $5 
F53 894104 거즈 롤 4” 2YD - 개당  $4 
F54 334700 완선 완화 크림 - 0.5 OZ  $10 

응급 처치

응급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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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2년 8월 최종 업데이트.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F57 991269 니트릴 검사 장갑 대 - 50 CT  $15 
F60 615637 무통랩 1” 베이지 - 2 CT  $6 
F62 964606 응급 처치 테이프 - 개당  $2 
F68 531343 바셀린 - 2.5 OZ  $3 
F69 259370  나비형 밴드 - 12 CT  $3 

F73 373092 하이드로코르티손 크림 1% - 
1 OZ  $5 

F74 219634 바시트라신 - 1 OZ  $7 
F78 482019 강력 직물 방수 붕대 - 10 CT  $4 
F81 870947 3단계 솔루션 이 제거 키트 - 개당  $19 

응급 처치

발 관리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T2 521682 톨나프테이트 항진균 크림 - 1 OZ  $8 

T3 211003 클로트리마졸 크림 USP 1% - 
0.5 OZ  $7 

T4 334566  체취 억제 스프레이 파우더 - 
4 OZ  $6 

T5 894580 두더지 가죽 패드 - 2 CT  $4 
T9 314468 의료용 티눈 쿠션 - 9 CT  $2 

T13 658784 가벼운 압박 양말 L/XL  
흰색 - 개당  $10 

T14 658829 가벼운 압박 양말 S/M  
흰색 - 개당  $10 

T15 978348 가벼운 압박 양말 L/XL  
검정 - 개당  $10 

T16 978349 가벼운 압박 양말 S/M  
검정 - 개당  $10 

T17 184626 논 바인딩 쿠퍼 크루 양말 S/M 
백색 - 3 CT  $10 

T18 184730 논 바인딩 쿠퍼 크루 양말 L/XL 
검정 - 3 CT  $10 

T19 184812 논 바인딩 쿠퍼 크루 양말 L/XL 
백색 - 3 CT  $10 

T20 184935 논 바인딩 쿠퍼 크루 양말 S/M 
검정 - 3 CT  $10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T21 334560 젤 발가락 보호대 - 개당  $6 
T26 859684 무좀방지 파우더 - 2.5 OZ  $9 

T35 139231 액상 쥐젖 및 굳은살  
제거제 - 개당  $6 

T36 893272 당뇨 양말 S/M – 2 CT  $9 
T37 893270 당뇨 양말 L/XL – 2 CT  $9 

T38 658593 강한 수축 양말 S/M  
블랙 - 개당  $12 

T39 658582 강한 수축 양말 L/XL  
블랙 - 개당  $12 

T40 229790 발 파우더 - 10 OZ  $9 

발 관리

가정용 진단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H6 732550 33 게이지 랜싯 - 100 CT  $7 
nH9 420527 음성 혈압 측정기 - 개당  $70 
H19 130344 알코올 프렙 스왑 - 100 CT  $3 
H20 149650 글루코스 츄어블 태블릿 - 10 CT  $2 
H21 149647 글루코스 태블릿 오렌지 - 50 CT  $6 

H22 149616 글루코스 태블릿 라즈베리 -  
50 CT  $6 

uH25 235157 극세 란셋, 30게이지 - 100 CT  $4 
uH26 149668 가는 란셋, 26게이지 - 100 CT  $4 
uH27 343477 랜싱 장치 - 개당  $6 

nuH71 708884 혈압 측정기 상부 암  
반자동 - 개당  $45 

nuH72 800232 혈압 측정기 상부 암  
설명서 - 개당  $19 

nuH73 800824 자동 손목 혈압 측정기 - 개당  $55 
nuH74 800231 고급 자동 혈압 측정기 - 개당  $55 
nuH75 800230 프리미엄 혈압 측정기 상완 - 개당  $69 

nuH76 800229 프리미엄 자동 혈압 측정기  
상완 - 개당  $89 

nuH77 814854 맥박 산소계 - 개당  $45 

n연도당 1회 제한 u이중 목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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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2년 8월 최종 업데이트.

가정 건강 관리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J1 861900 욕조 매트 - 개당  $17 
J2 792495 흡입 그립 바 - 개당  $15 
J4 741739 집게 - 개당  $28 
«J5 741741 상승 변기 시트 4”- 개당  $52 
«J6 741727 쿼드 지팡이 블랙 - 개당  $35 
J8 980705 검은색 지팡이 팁 3/4" - 개당  $5 

«J21 741733 보행기 - 개당  $90 
«J23 741738 샤워 의자 - 개당  $52 
«J24 941237 플렉시블 지팡이 - 개당  $39 
J36 792517 팽창식 고무 쿠션 시트 - 개당 $18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M10 186739  보청기 배터리 312 - 8 CT  $8 
M13 186733 보청기 배터리 13 - 8 CT  $8 
M49 460696 태블릿 커터 - 개당  $7 
M51 715123 7일용 약품 박스 - 개당  $2 
uM77 864739 디지털 몸무게 저울 - 개당  $16 

기타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K1 133190 니코틴 경피 21MG 패치 단계 1 - 
7 CT  $24 

K2 173013 니코틴 경피 14MG 패치 단계 2 - 
14 CT  $40 

K3 338618 니코틴 경피 7MG 패치 단계 3 - 
14 CT  $40 

K4 971444 미니 민트 로젠지 4MG - 20 CT  $12 
K6 720035 코팅되지 않은 껌 4MG - 20 CT  $12 

니코틴 대체품

구강 관리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O6 307117 민감한 치아 치약 추가  
화이트닝 - 4 OZ  $5 

O7 808698 PRO CLEAN 전동 칫솔  
교체용 헤드 포함 - 개당  $9 

n연도당 1회 제한«분기당 1회 제한 u이중 목적 품목.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O8 978931 민감한 치실 픽 - 90 CT  $3 
O9 469085 더 편안한 치실 민트 40M - 1 CT  $3 
O10 230196 의치 접착제 레귤러 - 2.4 OZ  $5 
O12 910693 부드러운 칫솔 - 개당  $1 

O13 933844 더 편안한 치실 민트 43.7YD - 
2 CT  $6 

O14 122340 발포성 의치 클렌저 태블릿 - 
84 CT  $7 

O15 933823 치간 브러시 좁은 틈새용 - 16 CT  $5 
O16 572131 혀 브러시 - 2 CT  $6 
O17 902457 컴포트 덴탈 나이트 가드 - 2 CT  $20 
O18 809800 로어 덴탈 가드 - 개당  $30 
O19 956360 CLEAR PRO 칫솔 미디엄 - 3 CT  $3 
O20 897755 칫솔 미디엄 - 2 CT  $5 
O21 377971 TRI CLEAN 소프트 픽 - 60 CT  $6 
O23 378381 SMILESONIC 교체용 헤드 - 2 CT  $32 
O24 454376 치실 민트 - 90 CT  $3 

O25 695108 임시 유실 필링 및 크라운  
수리 - 개당  $4 

O26 341166 EASY FLEX 교체용 칫솔모  
헤드 - 3 CT  $19 

«O29 378314 무선 워터 치실 시스템 - 개당  $58 
O31 227508 초밀착 치간 브러시 - 32 CT  $6 

O36 485907 SENSODYNE PRONAMEL 
화이트닝 치약 - 4 OZ  $9 

O37 705527 CREST 화이트닝 치약 - 5.4 OZ  $5 
O52 933834 구강 통증 완화제 - 0.33 OZ  $6 

«O65 638777 WATERPIK 치실 - 개당  $40 
O66 502119 잇몸해독치약 - 4.1 OZ  $5 
O71 454381 치실 - 90 CT  $3 
O72 368775 민감치아치약 - 3.4 OZ  $5 

진통제 개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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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2년 8월 최종 업데이트.

진통제 개인 관리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O73 213330 의치 세정제 태블릿 - 40 CT  $3 

«O74 422345 EASYFLEX PRO PREMIUM 
리차저블 칫솔 - 개당  $44 

O75 415475 교체용 칫솔모 헤드 - 5 CT  $29 

O80 259712 건강 소독 입행굼 스프링  
민트 - 8.45 OZ  $3 

진통제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P1 371948 이부프로펜 200MG - 50 CT  $4 
P2 200964 근육통약 - 3 OZ  $7 
P4 230268 장내 아스피린 81MG - 120 CT  $5 
«P5 215314 난방 패드 엑스트라 롱 - 개당  $35 

P6 371914 아세트아미노펜 500MG - 
100 CT  $5 

P7 844209 대형 얼음백 - 개당  $13 

P8 547802 씹어먹는 아스피린 81MG - 
36 CT  $2 

P14 957604 핫/콜드 패치 - 5 CT  $5 
«P15 215313 표준 난방 패드 - 개당  $24 
P16 371271 리도카인 패치 - 6 CT  $13 
P17 109017 두통 완화 캐플릿 - 100 CT  $9 
P18 695905 냉열 통증 완화 크림 - 3 OZ  $6 
P19 299470 나프록센 220MG - 24 CT  $4 
P21 444770 약용 열 패치 - 개당  $2 
P22 152116 무릎 지지 슬리브 L - 개당  $12 
P23 902106 손목 보조 스트랩 - 개당  $9 
P24 151571 발목 지지 슬리브 L - 개당  $11 
P25 453866 컴프레션 슬리브 엘보우 L - 1 CT  $15 
P26 977934 리도카인 크림 - 2.7 OZ  $7 

진통제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P28 459974 TENS 부분 근육 치료기 - 개당  $68 
P29 459917 TENS 교체용 패드 - 4 CT  $18 

P30 942453  무릎높이 양말 중간 컴프레스  
L - 1쌍  $20 

P31 342829  무릎높이 양말 중간 컴프레스  
M - 1쌍  $20 

P32 524660 색전방지 스타킹 무릎 길이  
L - 1쌍  $35 

P33 524694 색전방지 스타킹 무릎 길이  
M - 1쌍  $35 

P34 318180 열/냉 멀티 컴프레스 - 개당  $11 

P35 340744 나프록센 근육 및 등 태블릿 -  
24 CT  $4 

P36 324111 재사용 가능 아이스팩 - 개당  $6 
P37 185226 편두통 완화 캐플릿 - 24 CT  $6 

P38 864199 수면유도제 50MG 소프트겔 - 
32 CT  $6 

P39 933380 수면유도제 액상 - 6 OZ  $5 
P41 475817 이부프로펜 PM 캐플릿 - 20 CT  $5 

P42 317581 아세트아미노펜 500MG 급속 
효과 젤 - 100 CT  $10 

P43 879536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캐플릿 - 225 CT  $13 

P46 738694 비뇨기 완화 최대 효과 - 12 CT  $6 

P47 923748 이부프로펜 200MG 태블릿 - 
500 CT  $18 

P48 306397 이부프로펜 200MG 소프트겔 - 
80 CT  $10 

P49 263652 나프록센 소듐 220MG 캐플릿 - 
90 CT  $8 

P50 456231 월경 통증 완화 맥스 - 24 CT  $6 

P51 140897 장내 코팅 아스피린 325MG - 
125 CT  $8 

P52 729759 탄성있는 붕대 6” - 개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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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2년 8월 최종 업데이트.

개인 관리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S2 985326 애프터선 알로에 베라 그린 젤 - 
20 OZ  $6 

S3 447703 피부 치료 로션 - 5.5 OZ  $6 
S4 428504 여드름 치료제 - 1 OZ  $5 

S6 478041 시어 드라이 선크림 SPF 55 - 
3 OZ  $8 

S7 992500 습진 완화 - 8 OZ  $9 

S8 246784 상처 젤 - 1.76 OZ  $20 

S10 193503 GOLD BOND 당뇨병 환자용 
건조한 피부 로션 - 4.5 OZ  $10 

S12 478059 스포츠 연속 스프레이 SPF 50 
자외선 차단제 - 6 OZ  $8 

S13 822572 스포츠 연속 스프레이 SPF 100 
자외선 차단제 - 6 OZ  $9 

진통제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P53 124886 아세트아미노펜 PM 500MG 
캐플릿 100 CT - 100 CT  $9 

P54 193588 관절통 완화 650MG - 100 CT  $11 
P55 472994 무릎 지지대 S - 개당  $12 
P56 151894 무릎 지지대 M - 개당  $12 
P57 482556 무릎 지지대 XL - 개당  $12 

P58 245414 아세트아미노펜 PM 500MG 
캐플릿 - 24 CT  $5 

P66 155756 수면유도제 - 24 CT  $4 

P68 126623 저용량 아스피린 81MG, 코팅 
태블릿 - 300CT  $11 

P69 441099 진통제 젤 - 3.5 OZ  $17 

P70 256563 리도카인 롤온 통증 완화 - 
2.5 OZ  $8 

P94 630786  손/손목 압박 장갑  
L/XL - 개당  $15 

P97 562401 손/손목 압박 장갑 S/M - 개당  $15 

P100 690553 안정장치가 있는 등 보호대  
S/M - 개당  $40 

P102 610722 통증 완화 롤온 - 2.5 OZ  $13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S23 799023 손청결제 - 2 OZ  $2 

S24 720856 울트라 시어 드라이 터치 선블록 
SPF 45 - 3 OZ  $8 

S26 401538 알로에 베라 젤 연속 스프레이 - 
6 OZ  $10 

S34 227230 약용 바디 파우더 - 10 OZ  $7 
S36 843837 세척 가능한 물티슈 - 42 CT  $4 
S43 265212 얼굴용 티슈 - 10 CT - 8 PK  $3 
S45 697545 여드름용 세안제 - 5 OZ  $6 
S53 598625 알로에 손 소독제 - 8 OZ  $4 
S61 905369 습진 치료용 로션 - 12 OZ  $15 

개인 관리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uV5 122869 코엔자임 Q-10 50MG - 40 CT  $12 

uV13 247303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3중 강도 
캐플릿 - 120 CT  $40 

uV16 240515 비타민 E 400IU 소프트겔 -  
100 CT  $13 

uV17 300258 엽산 800MCG 태블릿 - 100 CT  $4 
uV18 350480 철분 보조제 65MG - 90 CT  $6 
uV25 252577 산전 비타민정 - 100 CT  $10 
uV27 232025 비타민 C 1000MG - 200 CT  $17 

uV28 166595 씹어 먹는 C 500MG 오렌지맛 - 
100 CT  $10 

uV29 378592 남성용 멀티비타민 - 120 CT  $10 
uV30 378615 여성용 멀티비타민 - 120 CT  $10 
uV31 711999 B-12 비타민 1000MCG - 200 CT  $10 
uV32 346754 비타민 D3 1000IU - 100 CT  $7 
uV35 850942 마그네슘 500MG - 100 CT  $6 
uV36 247239 글루콘산염 아연 50MG - 100 CT  $5 
uV37 717911 비타민 D3 5000IU - 100 CT  $14 

uV42 710787 비타민 D3 2000IU 소프트겔 - 
100 CT  $8 

uV43 308785 COQ-10 100MG - 60 CT  $37 

uV48 965747 비오틴 10,000MCG 소프트겔 - 
60 CT  $12 

비타민 및 미네랄

u이중 목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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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품절인 경우, 유사한 품목 또는 가치가 더 높은 
품목으로 주문이 대체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조 업체가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제품 제공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2년 8월 최종 업데이트.

비타민 및 미네랄
코드 SKU 제품 - 크기 가격
uV53 870668 오메가-3 크릴 오일 500MG - 

45 CT  $26 

uV54 889908 칼슘 보조제 거미 500MG + 
1000IU D3 - 50 CT  $11 

uV55 969314 비타민-C 1000MG 패킷  
오렌지 - 30 CT  $11 

uV56 199216 비타민 A 8000IU NAT / 
2400MCG - 100 CT  $6 

uV59 250191  칼륨 글루콘산염 650MG - 
100 CT  $5 

uV62 448393 성인 매일 여성용 50+ ADV - 
65 CT  $8 

uV63 448404 성인 매일 남성용 50+ ADV - 
65 CT  $8 

uV64 797751  루테인 40MG - 30 CT  $19 
uV65 710800 5-HTP 100MG 캡슐 - 30 CT  $12 

uV66 446547 AIRSHIELD 면역력 거미 - 
63 CT  $20 

uV69 432062 블랙 엘더베리 거미 - 60 CT  $19 

uV71 901330 칼슘 600MG + 비타민 D3 - 
120 CT  $10 

uV72 145626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수퍼 B 
콤플렉스 - 100 CT  $10 

uV74 452271 폐병 보조 캐플릿 - 28 CT  $18 
uV76 247321 B-12 1000MCG - 60 CT  $7 
uV77 222901 로즈힙이 든 비타민 C - 100 CT  $7 

uV80 451093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3중 강도 
캐플릿 - 240 CT  $66 

uV81 357343 생선 기름 1000MG - 120 CT  $10 

uV86 300260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수퍼 B 
콤플렉스 - 300 CT  $27 

uV133 670999 성인 하루 거미 비타민 - 70 CT  $8 

u이중 목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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