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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TC) 혜택으로 비용 절감 
 OTC 혜택으로 비용을절감하고귀하가 매일 사용하는모든종류의 품목을 비축해 
 놓을수있다는사실을알고계셨나요?또한귀하와가족의 건강유지에도도움이 될 
 수있습니다.이 추가혜택은비용부담없이 제공됩니다.반드시 매달품목을주문해 
 주십시오주문하시지 않으면 고달에 대한 $10의 혜택을잃게 됩니다쓰지 않은 
혜택은 다음 달로 이월도|지 않습니다 

 OTC 혜택으로 아래와 같은 의료 및 건강 품목을 매달 최대 $10까지 선택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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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약,감기약, 알레르기약,해열제 및 속쓰림 완화제 

• 칫솔,치약및치실 
• 구급용품 

• 선블록 
• 닌|타민 및보조제 

 200개가넘는품목중에서 선택하실 수있습니다.다음페이지에서 품목을 
살펴보십시오. 다음 1-2-3단계처럼 간편하게 주문할수있습니다. 

O원하는품목선택 

O품목번호확인 

O무료전화번호로전화하거나 www.ohanahealthplan.com으로이동하여주문제출 

간편한사용 

일반의약폼 카탈로그 

 컴퓨터,스마트폰또는태블릿에서 www.ohanahealthplan.com 에로그인하십시오.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없을 경우 간단히 가입할수있습니다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신 후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0TC) 품목을 클릭하여 시작하십시오. 매달 
 일 반의 약품을 최 대 $10까지 주문하실 수 있습니 다. 주문을 완료하시 면 귀 하의 
집까지 배송해 드립니다.（배송은무료로제공됩니다.）아주간단합니다! 

www.ohanahealthplan.com


수신자부담전화를 통해연증무휴 주문 
 아래 번호로전화하면 자동전화시스템에 연결할수있습니다.안내에 따라 
7霞입하면 됩니다. 

고객서비스부 

수신 자 부 담 전 화: 1-888-846-4262 (TTY 711) 
 업무 시간은 하와이 표준시 (HST)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 45분에서 
오후 4시 30분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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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TC 혜택을 최대한활용하기 위한 증요사항 

• 귀하의 일반의약품혜택은귀하의 가족전체에 대한것입니다.플랜 상의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한것이 아닙니다. 

• 일반의약품 카탈로그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카탈로그를 통해 
새로운 품목은 무엇인지, 작년파 달라진 품목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 
최신 카탈로그는 www.ohanahealthpla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一-,-_/A/:::::;/° ?ti^人 자 부담 전화 1-888-846-4262 (TTY71~번으로 전화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품목 수량 크기, 가격은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품목은 
제조사및 재고여부에 따라달라질 수있습니다.예컨대 당의정,정제,캡슐 
또는소프트젤은또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OTC 품목의 브랜드명은각 
희사의 상표입니다.귀하의 플랜에서는복제약만보장됩니다. 

• 배송은최대 30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품목 가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www.ohanahealthplan.com


 

 

 

® | 카탈로그 폼록 
1 품록 -［ 설명 ] 해당브랜드명 수량 금액 

알르레기예방및치료 

1 
알레르기완화제 
세티리진 10mg 정제 

Zyrtec® 30 $10 

2 
알레르기완화제 
로라타딘 10mg 정제 

Claritin® 30 $7 

진통재/해열재 

3 
 아세트아미노펜 
325mg 정제 

Tylenol®325mg 일반 함량 정제 100 $4 

4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정제 

Tylenol®500mg 최대 함량 정제 100 $5 

5 
 

아스피린 
325mg 정제

Bayer® 아스피 린 325mg 100 $3 

6 

 

 아스피린 
81mg 츄어닙 

Bayer® 아스피 린 81mg 츄어볼 36 $3 

7 
 아스피린엔테릭코팅
81mg 정제 

Bayer®EC 아스피린 81mg 성인 요법 120 $5 

8 
 아스피린엔테릭코팅 
325mg 정제 

Ecotrin® 정제 100 $4 

재산재 및 위산 분비 억재재 

9 
 위산분비억제제파모티딘 
10mg 정제 

Pepcid® AC 정 제 30 $6 

11 
 위산분비 억제제 라니티딘 
75mg 정제 

Zanta군정제 30 $7 

12 제산제정제 Tums®정제 150 $5 

13 발포정제 Alka-Seltzer® 36 $6 

14 
 가스완화제당의정 
엑스트라스트렝스 

Gas-X®최대 함량 30 $4 

지사재및완하재 

16 성인용글리세린좌약 Fleet®성인용 좌약 25 $3 

17 지사제당의정 lmodium®AD 12 $4 

18 구토억제제액상 Emetrol® 4oz. $7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 | 카탈로그 폼록 
1 품목 | 설명 1 해당 브랜드명 | 수량 | 금액 

지사재 및 완하재(계속) 

19 
 바이사코딜 
5mg 정제 

Dulcolax®정제 25 $4 

231 관장제,무기질유 Fleet®무기질유 4.5oz. $4 

279 관장제,식염수완하제 Fleet®관장제 4.5oz. $2 

290 맛이 첨가된 액상 위산 완화제 Pepto-Bismol® 8oz. $6 

20 
 완하제비사코딜 
10mg 좌약 

Dulcolax® 좌약 12 $5 

21 맛이 첨가된 정제 위산 완화제 Pepto-Bismol® 정 제 30 $4 

22 대변유화제소프트젤 Colace® 소프트젤 100 $6 

소염재 

23 
 이부.:!::!:.로펜 
200mg 액상젤 캡 

Advil® 액상 젤 캡슬 20 $5 

24 
 이부.:!::!:.로펜 
200mg 정제 

Advil®정제 50 $6 

25 
 나.:!::!:.록센나트룹 
220mg 당의정 

Aleve® 당의정 50 $8 

관절염약 

26 | 관절염 진통제 정제 Tylenol®관절염 진통제 정제 24 $5 

27 | 핫/콜드패치 IcyHot®패치 5 $6 

요실금용폼 

170 I 성인용 요실금 패드 Depend®성인용 방광 관리 패드 28 $9 

200 I 일회용 취침용 패드 Prevail® 일회용 취침용 패드 5 $6 

어린이용재폼 

198 비타민 A&D 연고 A&D®연고 1oz. $3 

28 아세트아미노펜 80mg 츄어볼정 Tylenol®80mg 츄어볼정 30 $5 

30 
 아세트아미노펜 주니어 스트랭 
스츄어볼정 160mg 

Tylenol®주니어 스트렝스 츄어볼 24 $7 

32 어린이용 츄어볼 멀티 비타민 Flintstones®츄어볼 멀티비타민 100 $8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 | 카탈로그 폼록 
1 품목 | 설명 1 해당 브랜드명 | 수량 | 금액 

어린이용재플(계속) 

33 
 어린이용 이부프로펜 현탁액 
100mg 

Motrin® 어 린이용 현 탁액 4oz. $10 

34 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 액상 Tylenol®어린이용 액상 4oz. $5 

35 어린이용감기 및 알레르기 액상 Dimetapp®감기 및 알레르기 엘릭서 4oz. $5 

31 어린이용글리세린좌약 Fleet®어린이용 글리세린 좌약 12 $4 

270 어린이용식염수드롭스 Little Remedie쩐 어 린이용 식 염수 드롭 30ml. $8 

36 어린이용칫솔 GUM®칫솔 1 $2 

195 어린이용치약 Colgate® 어린이용 치약 3oz. $3 

37 기저귀 발진연고 Desitin® 연고 1oz. $3 

38 디펜히드라민액상 Benadryl® 엘 릭 서 4oz. $4 

39 두오필름 Duofilm® 0.3oz. $9 

40 가스완화제드롭스 Mylicon® 드롭스 1oz. $10 

41 이부프로펜 인펀트 드롭스 Motrin®인펀트 드롭스 0.5oz. $8 

42 
 주니어 스트렝스 이부프로펜 츄 
어볼정 100mg 

Motrin®주니어 스트렝스정제 24 $7 

45 
 프리미엄 6파운드 이하 미숙아용 
7|저귀 Pampers® 6파운드 이 하 미 숙아용 20 $9 

46 프리미엄 12파운드 이하용 기저귀 SM Pampers®12파운드 이 하용 기 저귀 SM 24 $10 

47 프리 미 엄 12·20파운드용 기저귀 MED Pampers® 12~20파운드용 기 저 귀 MED 20 $10 

48 프리미엄 20·30파운드용 기저귀 L Pampers® 20·30파운드용 기 저 귀 L 18 $10 

49 프리미엄 30·38파운드용 기저귀 XL Pampers® 30-38파운드용 기 저 귀 XL 16 $10 

50 
 프리미엄 38파운드초과용기저 
귀 XXL 

Pampers®38파운드 초과용 기 저귀 XXL 14 $10 

51 프리미엄 베이비물티슈 Pampers® 베이비 믈티슈 80 $5 

52 치아잇몸클렌저 Orajel®치아 잇몸 클렌저 1 $6 

217 베이비샴푸티어프리 J&J® 베이비 샴푸 티어 프리 15oz. $3 

218 어린이용컨디셔닝샴푸 J&J® 어린이용 컨디셔닝 샴푸 8oz. $3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 | 카탈로그 폼록 
1 품목 | 설명 1 해당 브랜드명 | 수량 | 금액 

어린이용재플(계속) 

299 베이비손톱깍이 Safety 1st® 베 이 비 손톱깍이 1 $1 

308 베이비믈티슈,여행용사이즈 Pampers® 베이비 믈티슈, 여행용 10 $1 

381 베이비로션 J&J® 베이비 로션 3.5oz. $5 

382 소아 경구용 전해질 용액, 과일향 Pedialyte®전해질 용액 과일향 32oz. $10 

400 멀티비타민 구미, 어린이용 Little Critters® 구 □ I 60 $10 

420 
 칼슘 250mg + 비 타민 03 SOOIU 어 
린이용구미 

 Little Critters® 칼슘+ 비 타 민 D 어 린 이 
용구미 30 $10 

421 
 비타민 C 어린이용구미, 
250mg 

Little Critters® 비 타민 c 어 린이용 구미 60 $10 

442 선스크린 로션, 베이비,SPF50 Coppertone® 베 이 비 용 선스크린 SPF 50 8oz. $9 

감기/기철/특감 완화재 

53 APAP 코막힘 완화제 Tylenol®코막힘 완화제 24 $4 

54 기침/목드롭스 Halls® 기침 캔디 30 $3 

211 무설탕기침/목캔디 Halls®무설탕 기침 캔디 25 $3 

55 
 낮시간용 감기/독감 완화제 소프
트젤 

 
DayQuil® 소프트젤 16 $5 

56 낮용 감기/독감 완화 액상 DayQuil® 액상 4oz. $5 

174 
 낮용/밤용감기/ 
독감당의정 

Mucinex® 낮용/밤용 당의 정 20 $5 

230 
 디펜히드라민
25mg 캡슐 

Benadryl® 24 $3 

57 

 

콧물완화 DM 정제 Mucinex®DM 30 $9 

58 콧물완화제정제 Mucinex® 30 $8 

59 코막힘스프레이 Afrin® 비강스프레이 1oz. $4 

60 코막힘 PE 정제 Sudafed PE® 정 제 36 $4 

61 밤용 감기/독감 소프트젤 NyQuil® 당의정 16 $5 

62 밤용감기/독감액상 NyQuil® 액상 4oz. $7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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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기칠/특감 완화재(계속) 

63 식염수비강스프레이 Ocean®l::II 강 스프레이 1.5oz. $3 

64 인후스프레이 Chlorasepti군 인후 스프레 이 6oz. $5 

65 투신 DM 시럽 SF Robitussin® OM 시 럽 4oz. $4 

66 투신시럽 Robitussin® 시 럽 4oz. $4 

67 베이폴럽 Vicks® 베이폴 럽 3.53oz. $5 

433 
 녹차복합성독감/ 
심한감기허니레몬 

 Thera-Flu뻔 
복합증상심한감기레몬 6 $9 

449 어린이용 알레르기 엘릭서 Children's Benadryl® 4oz. $5 

450 어린이 감기/기침/인후염 Children's Mucinex® 4oz. $6 

451 HBP 기침 감기 Coricidin® 16 $6 

458 아세타미노펜 PM 500mg Tylenol PM® 50 $3 

치아및의치관리용폼 

68 치과틀키트 GUM®치과틀키트 1 $5 

69 의치접착크림 Fixodent® 2.4oz. $5 

70 의치클리너 Efferdent® 40 $4 

71 볼소치약 Colgate® 6.4oz. $4 

72 성인용칫솔-증형 Colgate®칫솔 1 $2 

73 치실 Reac硏치실 1 $2 

74 구강청결제 Listerine® 4oz. $3 

75 민감성치아전용치약 Sensodyne® 4.3oz. $5 

76 치통완화액상/젤 Anbesol® 액 상/젤 0.33oz. $4 

313 왁스치실 Reach® 치실, 왁싱 처리 55야드 $1 

314 민트왁스,치실 Reach® 치실, 민트 왁싱 처리 55야드 $1 

315 의치솔 GUM®의치솔 1 $1 

318 치약 Colgate®치약 0.85oz. $1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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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귀관리용폼 

77  :구1 이개 Apex® 귀 01개 $3 

78 I 점이액 Debrox®점이액 0.5oz. $7 

눈관리용폼

79 인공눈물 Visine® 인공 눈물 0.5oz. $6 

238 점안수 Collyrium® 점 안수 3.9oz. $5 

80 안경수리키트 Calabria® 안경 수리 키트 1 $5 

81 돋보기안경 디옵터 +1.0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 옵 터 +1.0 1 $9 

82 돋보기안경 디옵터 +1.25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 옵 터 +1.25 1 $9 

83 돋보기안경 디옵터 +1.5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 옵 터 +1.5 1 $9 

84 돋보기안경 디옵터 +1.75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 옵 터 +1.75 1 $9 

85 돋보기안경 디옵터 +2.0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옵터 +2.0 1 $9 

86 돋보기안경 디옵터 +2.25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옵터 +2.25 1 $9 

87 돋보기안경 디옵터 +2.5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옵터 +2.5 1 $9 

88 돋보기안경 디옵터 +2.75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 옵 터 +2.75 1 $9 

89 돋보기안경 디옵터 +3.0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옵터 +3.0 1 $9 

90 돋보기안경 디옵터 +3.25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옵터 +3.25 1 $9 

91 돋보기안경 디옵터 +3.5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옵터 +3.5 1 $9 

92 돋보기안경 디옵터 +4.0 Calabria 돋보기 안경 디옵터 +4.0 1 $9 

93 눈층혈완화제 Visine® 안약 0.5oz. $4 

429 안경클리너 Bausch & Lomb® 안경 클리 너 1 $2 

섬유질보충재 

94 섬유질보총제구미 Vitafusion®섬유질 구미 60 $10 

95 섬유질탭정제 FiberCon® 정 제 90 $9 

281 차전자피분말,오렌지맛 

 

Metamu따오렌지맛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13oz. $10 



® | 카탈로그 폼록 
1 품목 | 설명 1 해당 브랜드명 | 수량 | 금액 

응급처치 및의료용폼 

96 점착성 구급처치용 테이프 Ac한점착성 구급처치용 테이프 1 $2 

189 발목보호대 Futuro® 발목 보호대 1 $7 

191 팔꿈치보호대 Futuro® 팔꿈치 보호대 1 $7 

192 손보호대 Futuro®손 보호대 1 $7 

166 무릎보호대 Futuro®무릎 보호대 1 $7 

190 손목보호대 Futuro®손목 보호대 1 $7 

97 알코올패드 Dynarex® 알코올 패드 100 $3 

98 압박붕대 Ace®압박붕대 1 $2 

99 종합붕대 Band-Aids® 붕 대 100 $6 

100 나비형봉합테이프 Ace® 나비형 봉합 테이프 12 $2 

101 티눈제거제 Dr. Scholl' s® 티 눈 제 거 제 0.33oz. $4 

102 약솜 J&J® 약솜 100 $3 

103 면봉 Q-Tips® 면봉 150 $3 

249 당뇨양말 여성용 사이즈(5-10) 흰색 Dr. Scholl's® 당뇨 양말 3팩 $7 

250 
 당뇨양말 여성용 사이즈(5-10) 검 
정색 

Dr. Scholl's® 당뇨 양말 3팩 $7 

251 당뇨양말 남성용 사이즈(6-12.5) 흰색 Dr. Scholl's® 당뇨 양말 3팩 $7 

252   당뇨양말 남성용 사이즈(6-12.5) 검
정색 

Dr. Scholl's® 당뇨 양말 3팩 $7 

258 탄성무릎보호대 Futuro® 탄성 무릎 보호대 1 $3 

104 구급상자 Ace®구급상자 1 $8 

105 유연한팁체온계 Veridian®유연한 팁 체온계 1 $10 

 236 
 거즈외과용스펀지멸균 
4인치x4인치 

 Ac한거즈외과용스펀지 멸균 4인치
x4인치 

2팩  
25 매 
12겹 

$6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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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약폼 및 의료 용플(계속) 

237 
 거즈밸류외과용스펀지 
4인치x4인치 

 Ac한거즈밸류외과용스펀지 
4인치x4인치 

2팩  
25 매 
12겹 

$5 

106 얼음주머니 Carex® 얼음 주머니 1 $4 

187 주방용저울 Peachtree® 저 을 1 $10 

284 액상밴드 Newskin® 액상밴드 0.0225oz. $6 

107 액상사마귀제거제 CompoundW®사마귀 제거제 0.31oz. $7 

108 구강용디지털체온계 Luminiscope®구강용 디지털 체온계 1 $5 

194 보수계 Omron®보수계 1 $10 

109 신축거즈 ACE®신축 거즈 1 $2 

124 체온계프로브커버 Welch-Allyn® 체온계 프로브 커 버 30 $3 

203 장갑,1회용,SM 비멸균 Playtex® 일희 용 글로브, SM 50 $5 

204 장갑,1회용,MED 비멸균 Playtex® 일회 용 글로브, MED 50 $5 

205 장갑,1회용,LG 비멸균 Playtex® 일희 용 글로브, LG 50 $5 

435 의료용풋파우더 Gold Bond®의료용 풋 파우더 4oz. $8 

316 3인치 탄성 밴드 ACE®3인치 탄성 밴드 1 $1 

317 밴드,3/4인치 x3인치 ACE® 밴드,3/4인치 x3인치 50 $1 

319 외과용 테이프 1인치 xlO야드 ACE®외과용 테이프 1 $1 

320 과산화수소 Swan®과산화수소 4oz. $1 

440 화상젤,액상 Band-Aid®화상 젤 액상 2oz. $5 

441 화상젤 Band-Aid® 화상 젤 6 $4 

295 핀셋 Revlon®핀셋 1 $1 

305 핫 콜드 재사용 팩 4인치x 6인치 Sunbeam®핫 콜드 재사용 가능 팩 1 $1 

310 손바닥보호대 Futuro®손바닥 보호대 1 $1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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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약품 및 의료 용품(계속) 

312 약솜 J&J® 약솜 76 $1 

444 이어드라이드롭스 Ear Clear® 외 이 도염 1oz. $10 

448 에틸알코올젤 Hand Sanitizer Gel® 4oz. $4 

454 과산화수소스프레이 Med-First® 과산화수소 스프레 이 4oz. $9 

462 엡솜염 Epsom Salt® 16oz. $5 

1001 N-95 일회용마스크 3M N-95 일회용 마스크 2 $5 

두통완화재 

110 | 두통완화정제 Excedrin®편두통 완화제 50 $6 

치질용재 

111 치질용연고 Preparation H® 연 고 2oz. $7 

112 치질용패드 Tucks® 의 료용 패드 100 $7 

113 치질완화좌약 Preparation 由좌약 12 $7 

유당볼내증 

114 I 유당효소 Lactaid®정제 60 $10 

멀미약 

115 I 멀미약 정제 Dramamine® 멀 미 약 12 $3 

기타폼륵 

199 항균비누 Dove®항균 비누 1 $3 

117 항균액상손비누펌프 Dove®항균손비누 1 $5 

118 항균믈티슈 Kleenex® 항균 믈티 슈 24 $4 

226 해충 x 퇴치제 Cutter®해층 퇴치제 2oz. $5 

227 해충 x 퇴치제 Cutter®해층 퇴치제 4oz. $10 

119 칼라민로션 Swan®칼라민 로션 6oz. $4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120 일회용 질 세척제(듀시) 트윈 팩 
 Summers Eve® 일회용 질 세척제 트윈 
팩 

1 $7 

121 건조피부치료보습크림 Nivea®건조피부용보습크림 1 $8 

215 여성용바디스프레이 Summers Eve® 여성용 바디 스프레이 3.5oz. $5 

122 여성용위생와이프 Summers Eve® 여 성용 위생 와이 프 40 $5 

123 발열스트립체온계 NexTemp® 발열 스트립 체온계 1 $3 

125 손소독제스프레이펜트윈팩 Purell®손 소독제 스프레이 펜 1 $3 

221 과산화수소 Swan®과산화수소 8oz. $2 

126 립밤 Chapstick® 1 $1 

127 남성콘돔 Trojan® 남성 콘돔 3 $2 

201 맥시패드 Always® 맥시 패드 12 $3 

219 진료예약캘린더 Brownline®진료 예약 캘린더 1 $5 

206 약용비듬방지샴푸 Head & Shoulders® 비 듬 방지 샴푸 11oz. $5 

135 의료용점적기 Apex®의료용 점적 JI 1 $2 

128 의료용스푼 Apex®의료용스푼 1 $1 

130 알약통 -7일분 1일 1회 Aculife® 알약통 -7일분 1일 1회 1 $2 

269 알약통 -7일분아침저녁 Apex®알약통 -7일분 아침저녁 1 $4 

267 알약통 -7일분 1일 3회 Apex®알약통 -7일분 1일 3회 1 $4 

268 알약통 -7일분 1일 4회 Apex® 알약통 7일분 1일 4회 1 $4 

131 알약스플리터 Apex®알약스플리터 1 $3 

132 포켓페이셜티슈 Kleenex®포켓 페이셜 티슈 1 $2 

133 임신테스트기 E.P.T® 임신테스트기 1 $8 

134 탐폰 Tampax®프리미엄 탐폰 8 $2 

207 프로비타민컨디셔너 Pantene®프로비타민 컨디셔너 13oz. $4 

® | 카탈로그 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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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폼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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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소독용알코올 70% Swan® 소독용 알코올 70% 16oz. $3 

271 여행용헬스폴더 7포켓 Penadflex®여행용 헬스 폴더 7포켓 1 $7 

291 헤어픽,미니플라스틱 Cricket® 헤어픽, 미니 플라스틱 1 $1 

292 
 네일 파일이 있는 손톱깍이와 키 
체인 

 Sally Hansen® 네 일 파일 이 있는 손톱 깍이 1 $1 

293 바스볼 Razz® 바스볼 1 $1 

294 바스글로브 AquaBella® 바스 글로브 1 $1 

296 눈썹트리머 Noxzema®눈썹 트리머 1 $1 

297 미니스프레이 병 Ulin한미니 스프레이 병 1 $1 

298 머리빗 Nordstrom® 머 리 빗 1 $1 

300 얼굴마스크,일회용 Ulin한얼굴마스크일회용 5 $1 

301 네일파일 Revlon® 네일 파일 1 $1 

302 폿 네일 브러쉬 및 퍼미스스톤 Stylewurks®풋 네일 브러쉬 및 퍼미스 1 $1 

303 손톱깍이 Dynarex® 손톱깍이 1 $1 

304 레인보닛 DofmanPacific® 레 인 보 닛 1 $1 

306 아이마스크 Bausch+Lomb® 아이 마스크 1 $1 

309 여행용성인용와이프 Cottonelie® 여행용 성인용 와이프 10 $1 

311 구두주걱 Izola®구듯주걱 1 $1 

461 코코넛오일 Natures Way®코코넛 오일 6oz. $3 

472 성인용일회용수건 Prevail® 일 회 용 수건 48 $5 

476 DisposeRX® DisposeRX® 1 $4 

490 화장실용믈티슈 Uline 화장실용 물티슈 24매 $6 

491 베이비오일 J&J® 베이비 오일 7oz. $3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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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살충재(머릿니 재거) 

136 I 참빗 Rid®참빗 
1 

$3 

137 I I거릿니 치료용샴푸 LiceMD® 머 릿 니 치 료용 샴푸 4oz. $10 

수면재 

138 밤시간수면정제 Sominex®정제 50 $4 

139 수면보조정제독실라민 Unisom®정제 16 $6 

415 멜라토닌구미 5mg Vitafusion의 멜라토닌 구미 60 $10 

금연약품 

196 | 니코틴 껍 2mg Nicorette® 껍 2mg 20 $10 

197 | 니코틴 껍 4mg Nicorette® 껍 4mg 20 $10 

국소용연고및크립 

140 가려움방지크림 Benadryl® 크 림 1.25oz. $4 

278 벤조일 과산화물 10% Gel Clearasil® 배 니 싱 크 림 42.5gm $5 

141 클로트리마졸 1% 크림 Lotrimin®AF 크림 0.5oz. $6 

142 구순포진치료제 Herpecin® 입 술 발진 치 료제 1 $7 

143 히드로코르티손 1% 크림 Cortaid®크림 1oz. $5 

144 근육통증크림 Bengay®크림 1.25oz. $3 

145 페트롤리움젤리 Vaseline® 젤 리 4oz. $3 

171 SPF50 자외선 차단제 Coppertone®SPF 50 자외선 차단제 4oz. $6 

146 톨나프테이트 1% 크림 Tinactin®크림 1.25oz. $6 

147 트리플항생제연고 Neosporin® 연 고 1oz. $5 

413 히드로코르티손최대함량 Eczema® 최 대 함량 크림 1oz. $3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허브,비타민 및 미네랄 

241 
 아시도필루스락토바실러스프 
로바이오틱스 

Swanson®아시도필루스 락토바실러스 60 $9 

148 성인용멀티비타민 Centrum® 비 타민 100 $8 

242 항산화제정제 Puritan'sPrid한 항산화제 정 제 50 $10 

149 칼슘 600+ 비타민 D Caltrate® 600 + D 정 제 60 $7 

150 칼슘정제 Calcium®정제 60 $5 

246 코코넛 오일 1,000mg NaturesBounty®코코넛 오일 60 $10 

247 대구간 Swanson® 대구 간 100 $9 

248 코엔자임 QlO lOOmg WINDMILL®코엔자임 QlO 30 $10 

253 에키네시아,400mg Puritan'sPride® 에 키 네시 아 100 $8 

255 
 유칼립투스 각질 제거 바디 스크 
럽 

 Bath&Bodyworks®유칼립투스 바디 
스크럽 

6oz. $5 

232 
 FDC 비 타민 B 복합제와 
비타민 C+ 철분 

 WINDMILL® 비 타민 B 복합제와 비 타 
민 C+ 철분 

100 $6 

233 FDC 비타민 D 정제 4001U Natures Bounty® 비 타민 D 100 $6 

151 황산제일철 철분 325mg 정제 NaturesMade®황산제일철, 철분 325mg 100 $6 

256 어유 1,000mg NatureMade® 어 유 1,000mg 30 $4 

257 아마씨 1,000mg WINDMILL® 아마씨 100 $10 

152 엽산 400mcg 정제 WINDMILL®엽산 정제 100 $4 

259 마늘유 500mg Swanson® 마늘유 100 $5 

260 인삼복합재 100mg Nature's Bounty® 인 삼 복합제 100 $10 

261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 틴 1,500mg GLUCOFLEX®글루코사민 & 콘드로이 틴 30 $9 

262 라벤더 바디크립 Aveeno® 라벤더 바디크립 6oz. $3 

153 마그네슘 250mg 정제 Nature Made® 마그 네 슘 100 $5 

263 멜라토닌,3mg WINDMILL® 멜라토닌 60 $7 

265 오 메 가3 1,000mg Nature Made® 오 메 가3 100 $10 

® | 카탈로그 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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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비타민 및 미네랄(계속) 

154 임산부비타민 Stuart® 임 산부 비 타민 100 $10 

155 비 타민 A 10,000 IU 소프트젤 WINDMILL® 비 타민 A 100 $4 

156 비타민 B-12,lOOmcg WINDMILL® B-12 비 타민 100 $8 

157 비타민 B 군 WINDMILL® 비 타민 B 복합제 100 $6 

158 비타민 B 복합제구미 Vitafusion® 비 타민 B 복합제 구미 70 $10 

159 비타민 C500mg 정제 WINDMILL® 비 타민 c 100 $5 

193 비타민 C 구미 Vitafusion® 비 타민 c 구미 60 $10 

160 비타민 E400 IU WINDMILL® 비 타민 E 100 $8 

161 아연 50mg 정제 WINDMILL® 아연 100 $5 

414 비 오틴 구미 5,000mcg Vitafusion® 비 오틴 구미 60 $10 

416 멀티비타민구미 Vitafusion® 멀티비타민 구미 60 $10 

418 비 타민 D3 구미, 2,000 IU Vitafusion® 비 타민 D3 구미 60 $10 

460 
 글루콘산칼륨 595mg, 
칼륨보충제 

Potassium Gluconate® 100 $7 

463 글루코스정제 DEX4®글루코스 정제 50 $8 

용도별보조도구 

210 
 미끄럼 방지 안전 트레드 보조도 
구 

 3M® 미끄럼 방지 안전 트레드 보조 
도구 

1 $4 

243 아기안전캐비닛잠금 Safety1st® 아기 안전 캐비닛 잠금 4 $10 

244 아기안전콘센트커버 KidCo®아기 안전 콘센트 커버 8 $4 

186 단추 및 지퍼 당김 보조도구 Carex® 단추 및 지퍼 당김 보조도구 1 $5 

173 문손잡이보조도구 Safety1st® 문손잡이 보조도구 1 $6 

208 식사보조도구푸드범퍼 AbleWare®식사 보조도구 푸드 범퍼 1 $7 

175 병 오프너/수도꼭지 잡이 Apex® 병 오프너/수도꼭지 잡이 1 $6 

176 열쇠돌리기보조도구 Apex® 열쇠 돌리기 보조도구 1 $3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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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보조도구(계속) 

177 램프 스위치 돌리기 보조도구 Carex® 램프스위치 돌리기 보조도구 1 $3 

178 편지칼 Quill®편지칼 1 $2 

179 긴손잡이목욕스펀지 Bathery® 긴 손잡이 목욕 스펀지 1 $7 

209 돋보71 lnsterin® 돋보기 1 $4 

180 알약병오프너보조도구 Apex®알약 병 오프너 보조도구 1 $4 

181 알약분쇄기 Apex®알약분쇄기 1 $8 

183 쇼핑백캐리어 RiteAid® 쇼핑 백 캐 리 어 1 $4 

185 치약짜개 EzSqueez® 치 약 짜개 1 $3 

327 욕조 및 계단용 안전 쓰레드 
 PROBASICS®욕조 및 계단용 안전 쓰 
레드 

4 $3 

373 엄지손가락지지대 Futuro®엄지손가락 지지대 1 $10 

380 귀마개 Vibes®귀마개 1쌍 $2 

384 팬티라이너,범용사이즈 Always® 팬 티 라이 너 22 $2 

385 탐폰,수퍼흡수성 Tampax® 탐폰, 수퍼 8 $2 

386 탐폰,수퍼 플러스흡수성 Tampax® 탐폰, 수퍼 플러스 8 $2 

387 맥시패드,수퍼흡수성 Always® 맥시 패드, 수퍼 14 $3 

388 맥시 패드, 수퍼 맥스 날개형 Always® 맥시 패드, 수퍼 맥스 날개형 12 $3 

389 맥시 패드, 나이트 날개형 Always® 맥시 패드, 나이트 날개형 10 $3 

390 일회용알약파우치 EzyDo국일회용알약파우치 100 $3 

391 신발깔창,폼여성용 Dr.Scholl's® 2쌍 $2 

392 신발깔창,폼남성용 Dr.Scholl's® 2쌍 $2 

393 알로에젤 Fruit of the Earth® 알로에 젤 16oz. $2 

395 일반샴푸,비의약품 Dove®샴푸 8oz. $3 

396 페이셜와이프 Nivea®페이셜 와이프 20 $2 

397 페이셜클렌저 Neutrogena® 페 이 셜 클렌저 8.5oz. $2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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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보조도구(계속) 

401 구역구토완화용씨밴드 Acu-Strap® 씨 밴 드 1쌍 $3 

403 
 데오드란트, 남성용, 비의약품, 알 
류미늄무함유,스틱 

Degree® 데오도란트, 남성용 2.25oz. $3 

404 
 데오도란트, 여성용, 비의약품, 
알류미늄무함유,스틱 

Degree® 여성용 데오드란트 2.25oz. $3 

405 로션, 알로에, 비의약품 Jergens® 로션, 알로에 18oz. $4 

406 
 로션,코코아버터, 
1:11 의약품 

Palmer's® 로션, 코코아버 터 18oz. $4 

407 
 로션, 너리싱 비타민 E, 
1:11 의약품 

Neutrogena® 로션, 비 타민 E 18oz. $4 

408 세탁 세재 H/D 비표백재 액상 Tide®세제 40oz. $5 

410 손전등 LED 배터리포함 SunFire®손전등 1 $6 

411 바디워시,오이 Suave® 바디워시 12oz. $3 

412 바디워시,그린티 Dove® 바디워시 12oz. $3 

422 야간등 Meridian® 야간 등 1 $2 

423 미용족집게 Trim® □ I용 족집게 1 $2 

424 방진위생마스크 Uline® 방진 위생 마스크 10 $2 

425 헤어브러쉬&빗세트 Safety1st® 헤어 브러쉬 & 빗 세트 2세트 $2 

426 복대 Leonisa®복대 1 $6 

427 공기주입식목베개 Samsonite®공기주입식 목베개 1 $3 

428 매니큐어 미용세트 Cala® 매니큐어 미용세트 3개 $2 

432 샤워캡 Firstline® 샤워 캡 3 $2 

477 요오드 Swan®요오드 4oz. $3 

478 여행용요오드 Swan®여행용 요오드 2.3oz. $2 

479 알코올면봉 Swan®알코올 면봉 1 $1 

483 방수용밴드 Ace® 방수용밴드 12매 $7 

487 인스턴트콜드팩 Dynarex®인스턴트 콜드 팩 1 매 $2 

일반의약플 카탈로그 



 

'Ohana Health Plan은 관련 연방 공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사 
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Ohana Health Plan에서는 장애인들이 저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있는수화통역사 

•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서면 정보(큰 글씨, 오디오, 사용 가능한 전자 형식, 기타 
혀시 。 --,) 

'Ohana Health Plan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있는통역사 

•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서면 정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1-888-846-4262 (TTY 71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Ohana Health Plan이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 주소로 연 
락하여 볼만율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Ohana Health Plan 
Attn: Grievance Department 
949 l<amokila Boulevard 
Suite 350 
Kapolei, HI 96707 
무료 전화: 1-888-846-4262 
TDD/TTY: 711 
팩스: 1-813-865-6861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볼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볼만율 제기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 
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부 무료 전화 1-888-846-4262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공민권 민원을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시민권 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의 시 민권 사무국 민원 포털 https://ocrportal.hhs.gov/oc『/portal/lobby.jsf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거 나 
우편 또는 전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1-800-368-1019, 800-537-7697 (TDD) 

민원 양식은 http://www.hhs.gov/oc『/office/file/index.html 에 있습니 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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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Do you need help in another language? We will get you a free interpreter. Call1-888-846-4262 
(TTY: 711). 

(Cantonese) 怨需要其宮語言鳴 ? 如有需要 , 請致電 1-888-846-4262 • 我{F刊會提供免費翻譯服務
(TTY: 711) 。

(Chuukese) En mi niit alilis lon pwal eu kapas? Sipwe angei emon chon chiaku ngonuk ese kamo. Kori 
1-888-846-4262 (TTY: 711). 

(French) Avez-vous besoin d'aide dans une autre langue? Nous pouvons vous fournir gratuitement des services 
d'un interprete. Appelez le 1-888-846-4262 (TTY: 711). 

(German) Brauchen Sie Hilfe in einer andereren Sprache? Wir koennen Ihnen gern einen kostenlosen 
Dolmetscher besorgen. Bitte rufen Sie uns an unter 1-888-846-4262 (TTY: 711). 

(Hawaiian) Makemake ' oe i kokua i pili kekahi ' olelo o na ' aina ' e? Makemake la maua i ki' i ' oe mea unuhi 
manuahi. E kelepona ia 1-888-846-4262 ' oe ia la kaua a e ha' a' ina ina ' ' oe oe ia ia la la maua maua mea mea ' ' olelo olelo o o na na ' ' aina aina ' ' e. 

(TTY: 711). 

(llocano) Masapulyo kadi ti tulong iti sabali a pagsasao? lkkandakayo iti libre nga paraipatarus. Awagan ti 
1-888-846-4262 (TTY: 711). 

Oapanese) 貴方園 、 他(J)言語1;: 、 助남준必要& L T l \吉才力) ? 禾At크=>I갑 貴方(J)t.:19)1;: 無料T 通
眼츈用意T 촌吉才 。 1-888-846-4262(TTY:711) 吉T 、 和電話1:-r~넹連絡< t:손 L \ a 

` ` 

(Korean) 다른언어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무료로 통역을 제공니다.1-888-846-4262 (TTY: 711) 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 

(Mandarin) 1i怒需要其宅悟言鳴? 如有需要 , i靑致屯 1-888-846-4262 • 我1f]余提供免費翻洋服各 (TTY: 711) 。

(Marshallese) Kwoj aikuij ke jiban kin juon bar kajin? Kim naj lewaj juon am dri ukok eo ejjelok wonen. KaalC?k 
1-888-846-4262 (TTY: 711). 

(Samoan) E te mana'o mia se fesosoani i se isi gagana? Matou te fesosoani e ave atu fua se faaliliu upu mo oe. 
Telefoni mai: 1-888-846-4262 (TTY: 711). 

(Spanish) lNecesita ayuda en otro idioma? Nosotros le ayudaremos a conseguir un interprete gratuito. Llame al 
1-888-846-4262 (TTY: 711). 

(Tagalog) Kailangan ba ninyo ng tulong sa ibang lengguwahe? lkukuha namin kayo ng libreng tagasalin. Tumawag 
sa 1-888-846-4262 (TTY: 711). 

(Tongan) 'Oku ke fiema'u tokoni 'iha lea makehe? Te mau malava 'o 'oatu ha fakatonulea ta'etotongi. Telefoni mai 

1-888-846-4262 (TTY: 711). 

(Vietnamese) Bc;1n c6 can giup do bang ngon ngu khac khong? Chung toi se yeu cau m(>t nglioi thong dich 
vien mien phf cho bc;1n. GQi so 1-888-846-4262 (TTY: 711). 

(Visayan) Gakinahanglan ka ba ug tabang sa imong pinulongan? Amo kang mahatagan ug libre nga maghuhubad. 
Tawag sa 1-888-846-4262 (TTY: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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