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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혜택 금액은 분기당입니다.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본 카탈로그에 
동봉된 서신을 참조해 주십시오.

일반의약품  
혜택 카탈로그

앱 다운로드 웹사이트에서 주문

1-877-494-2892(TTY: 711)

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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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탈로그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주문 시 항상 이 카탈로그를 
참조해야 합니다.

미사용된 혜택은 혜택 연도의 12월 
31일 이후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SCAN Health Plan 또는 SCAN Desert Health Plan 가입자로서 분기마다 
일반의약품(OTC)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필요한 OTC 제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간편하게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거나, 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8시(태평양 표준시)에 1-877-494-2892(TTY: 711)로 전화 또는 
작성한 주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주문품은 자택으로 직접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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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편리하게 휴대 전화(Apple 및 Android) 
에서 주문을 하고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려면 OTC-Anywher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은 
OTC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쉽고, 빠르고, 
안전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SCAN OTC 웹사이트 
otc.scanhealthplan.com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혜택 기간에 다시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시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저장해 주십시오.

우편 
우편으로 주문하시려면 주문서를 
작성하여 OTC Servicing Center, PO Box 
526266, Miami FL 33152-9819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혜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편으로 주문서가 
도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온라인, 모바일 앱  
또는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전화로 
주문하시려면 OTC 상담원에게 
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8시(태평양 
표준시)에 1-877-494-2892(TTY: 7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하실 때 품목 번호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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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분기별로 최대 2건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OTC 혜택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되어 
다음 분기에 쓸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미사용된 혜택은 혜택 연도의 12월 31일 이후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h 주문 총액이 혜택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일반의약품 혜택 이용 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우편환은 
받지 않습니다.

 h 주문 총액은 주문을 받은 혜택 기간에 적용됩니다.

 h OTC 제품은 건강상 또는 의료적 요구가 있는 가입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SCAN Health Plan 및 SCAN Desert 
Health Plan은 이 혜택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가 사용하기 위해 OTC 품목을 주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h 제품은 개인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품이나 교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주문 후 60일 이내에 전화해 주십시오.

 � 주문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품목을 수령한 경우

 h 이 제품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 수량, 규격 및 가격은 재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TC 제품의 
최신 목록을 보시려면 otc.scanhealthplan.com 또는 OTC-Anywhere 모바일 앱을 참조해 주십시오.

 h OTC 품목은 자택 배송으로만 제공됩니다. 제품은 상기 명시된 SCAN OTC 혜택 채널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나 
지역 소매 약국에서 구입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불을 받기 위해 반품할 수 없습니다.

 h 시장에 상품이 부족한 경우 당사는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문 지침

참고: 배송은 주문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7일이 소요됩니다.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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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혜택의 온라인 이용은 쉽고,  
빠르고, 안전합니다!   
OTC 혜택 웹사이트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h 이용 가능한 OTC 제품 살펴보기

 h OTC 카탈로그의 디지털 사본 보기

 h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잔액 확인

 h 주문 및 주문 내역 확인

 h 계정 관리

 h 그 외!

이미 온라인 계정을 만드셨다면, 로그인하여 
시작해보세요!

온라인 주문이 처음이시라면, 계정을 등록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 혜택 기간에 해당하는 주문은 반드시 기간의 
마지막 날 동부 표준시 자정 전에 해야 합니다.

등록은 쉽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SCAN OTC 웹사이트 otc.scanhealthplan.com에 
접속해 Create Account(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처음 
사용자임을 표시하고, 의료 보험 ID 카드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h 성명

 h 의료 보험 회원 ID 번호(ID 번호가 하이픈(-)이나 
별표(*) 같은 특수 문자를 포함할 경우, 숫자만 입력)

 h 주

 h 생년월일(MM/DD/YYYY)

 h 현재 이메일 주소

그런 다음 계정에 대한 고유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드십시오. 사용자 이름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 정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안 질문을 선택하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OTC 
혜택 온라인에 로그인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SCAN 가입자이시면 주문 처리 
센터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8시(태평양 표준시)
에 1-877-494-2892(TTY: 7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한 상담원이 OTC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OTC 웹사이트 이용 방법

웹사이트를 통한 주문

http://otc.scanhealthplan.com
http://otc.scanhealthplan.com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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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OTC-Anywhere 모바일 앱을 검색 및 다운로드하고, 앱에 로그인 및 등록하실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8시(태평양 표준시)에 OTC 상담원에게 1-877-494-2892(TTY: 711)로 연락하여 
OTC 상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유익한 OTC 상담원이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앱 다운로드: 
Apple 또는 Google Play 앱 스토어에서 OTC-Anywhere 모바일 앱을 
검색합니다. 이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OTC 웹사이트에 등록할 때 설정한 것과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아직 없는 경우 먼저 OTC 웹사이트에서 등록하고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OTC-Anywhere 모바일 앱은 Apple 또는 Android 운영 체제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완료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OTC-Anywhere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주문하고, 상품을 
검색하고, 계정을 관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TC-Anywhere 
모바일 앱은 쉽고, 빠르고, 안전합니다.

OTC-Anywhere 모바일 앱
다음에서 이용 가능

 
OTC-ANYWHERE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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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927 베나드릴(Benadryl) 알레르기 액상 젤 무염료 24 정 25 mg  $11.50 

1090 세티리진(Cetirizine) HCL(알레르기 정제) 14 정 10 mg  $6.25 

2003 세티리진(Cetirizine) HCL(알레르기 정제) 45 정 10 mg  $10.50 

1008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정제) 100 정 4 mg  $8.50 

2300 클라리틴(Claritin) 24시간 정제 10MG 10 정 10 mg  $22.00 

1009 디펜히드라민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정제) 24 정 25 mg  $4.75 

1308 디펜히드라민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정제) 100 정 25 mg  $10.50 

2021 디펜히드라민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정제) 400 정 25 mg  $15.75 

1804 펙소페나딘(알레르기 정제) 30 정 180 mg  $17.00 

1946 프로파노산 플루티카손 (알레르기 코 분무기, 24시간)
144 회분 
스프레이

50 mcg  $25.25 

2033 로라타딘(알레르기 정제) 10 정 10 mg  $5.75 

1611 로라타딘(알레르기 정제) 100 정 10 mg  $16.75 

2020 로라타딘(알레르기 정제) 365 정 10 mg  $26.25 

1881 나사코트 60 회분 스프레이  $25.25 

1922 코막힘 완화 흡입기 - 레브메탐페나민 0.007 oz 50 mg  $8.25 

1091 코막힘 제거 스프레이, 12시간 1 oz 0.05%  $6.25 

1052 코 스프레이, 식염수 1.5 oz 0.65%  $5.75 

2303 지르텍(Zyrtec) 정제(14정) 14 정 10 mg  $26.25 

2302 지르텍(Zyrtec) 정제(90정) 90 정 10 mg  $53.50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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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칸디다제(효모균)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115 클로트리마졸(질 항진균 7일 크림, 애플리케이터 포함) 45 gm 1%  $10.50 

1117 미코나졸 (질 항진균 3일 크림, 애플리케이터 포함) 1키트 2%  $16.25 

1119 티오코나졸 (질 항진균 1일 크림, 애플리케이터 포함) 1개 6.5%  $19.00 

제산제 및 산 감소제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313 알카셀쳐 36 정  $11.50 

1006 제산제 / 가스 제거 액상 12 oz  $11.25 

1346 제산제 츄어블 150 정 500 mg  $6.00 

1314 발포성 제산제 및 진통제 36 정  $6.50 

1949 에소메프라졸 마그네슘 (산 감소제, 지연 방출) * 42 정 20 mg  $20.50 

1108 파모티딘(산 감소제) 30 정 10 mg  $6.50 

1970 오메프라졸(산 감소제, 지연 방출) * 42 정 20 mg  $26.00 

1966 오메프라졸 (산 감소제, 지연 방출, 가용성) * 42 정 20 mg  $25.25 

2053 프릴로섹(Prilosec) * 42 정 20 mg  $32.00 

1800 시메티콘(가스 완화제) 100 정 80 mg  $8.50 

2019 텀스(TUMS) 울트라 스트렝스 72 정 1,000 mg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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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설사제, 완하제 및 소화기 건강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316 비노 30 정  $10.00 

1128 바이사코딜(자극성 완하제, 장용제피) 100 정 5 mg  $6.75 

1969 클리어락스(ClearLax) 무향 파우더 완하제 8.3 oz 17 g  $13.50 

1126 도큐세이트 나트륨(대변 연화제) 100 정 100 mg  $12.25 

1130 도큐세이트 나트륨 센노사이드 첨가 (천연 식물성 완하제) 60 정 8.6 mg / 50 mg  $6.25 

1733 관장제 4.5 oz  $5.75 

1124 엑스-락스(Ex-Lax) 8 정 15 mg  $8.00 

1155 식이섬유 정제‡ 60 정 500 mg  $10.50 

1125 글리세린 좌약 완하제 25개 2 gm  $7.25 

2387
하이드라라이트 빠른 수분보충전해질 오렌지  
파우더 스틱 파우치

20개  $25.00 

2200 이모듐 다증상 완화 당의정 * 12개 2 mg  $12.25 

1067 락타아제 캡슐 60 정 3,000 FCC 유닛  $10.50 

1133 로페라미드 HCL(설사방지 정제) * 12 정 2 mg  $5.75 

1889 구연산 마그네슘(염류성 완하제, 레몬) 10 oz  $6.25 

1011 마그네시아유 12 oz 1,200 mg  $10.75 

1317 펩토비스몰(Pepto-Bismol) 체리 12 oz 525 mg / 30 ml  $11.50 

1045 핑크 비스무트 츄어블 정 30 정 262 mg  $7.25 

1318 핑크 비스무트 액상 8 oz 525 mg / 30 ml  $7.25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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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306 항균성 흡착 가로대, 크롬, 12인치 1 개  $19.75 

2307 항균성 흡착 가로대, 크롬, 16인치 1 개  $19.75 

2310 목욕 시트 쿠션 1 개  $23.75 

2309 목욕의자 이동욕조 1 개  $109.00 

2308 변기 시트 쿠션 비닐 1 개  $15.75 

욕실 안전

항진균제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047 클로트리마졸(무좀 크림) 1.5 oz 1%  $10.00 

1135 미코나졸 질산염(항진균성 크림) 1 oz 2%  $9.50 

1874 미코나졸 질산염(무좀 스프레이) 4.6 oz 2%  $11.00 

2305 손발톱 복원 진균 포뮬러 0.34 oz  $19.00 

1046 테르비나핀염산염(무좀 크림) 0.5 oz 1%  $11.25 

1064 톨나프테이트(항진균성 크림) 1.25 oz 1%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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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안전 및 낙상 방지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464 침대 레일 1 개  $80.75

1764 조절 가능 이동용 벤치 1 개  $129.00 

1469 비만인용 이동식 벤치 1 개  $181.75 

1728 등받이 달린 목욕벤치 1 개  $66.25 

1727 등받이 없는 목욕벤치 1 개  $45.75 

1459 욕실용 매트, 미끄럼방지 1 개  $14.50 

1730 안전바가 달린 목욕 욕조 1 개  $39.75 

2009 침대 보조 바 1 개  $66.75 

1984 침대 옆 변기 겸용 의자 * 1 개  $82.50 

2045 변기 라이너 7 장  $18.25 

2006 낙상방지 매트 1 개  $130.25 

1726 접이식 지팡이 인체공학적 손잡이 * 1 개  $20.25 

1790 보행 보조 벨트 - 60인치 1 개  $24.00 

1791 보행 보조 벨트 - 72인치 1 개  $17.75 

2007 손잡이식 샤워 헤드 1 개  $25.50 

1798 미끄럼 방지 크롬 안전바 - 12인치 1 개  $19.50 

1797 미끄럼 방지 크롬 안전바 - 24인치 1 개  $22.25 

2005 미끄럼 방지 크롬 안전바 - 32인치 1 개  $36.50 

1983 야간등 2 개  $13.25 

1777 네발지팡이, 소형 받침 * 1 개  $26.25 

1776 네발지팡이, 대형 받침 * 1 개  $28.75 

1729 승강 좌변기 1 개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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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6페이지 참조 13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950 승강 좌변기(팔걸이 포함) 1 개  $75.25 

1780 안전 트레드(욕조, 계단) 1 팩  $7.25 

1460 샤워용 매트, 미끄럼 방지 1 개  $11.50 

1779 화장실 안전 레일 1 세트  $40.00 

2008 미끄럼 방지 양말, 프리 사이즈 1 켤레  $7.25 

감기 및 독감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360 세파콜 인후염용 정제 16 정 7.5%, 5 mg  $8.25 

1166 고혈압 환자용 기침 및 감기 16 정 4 mg / 30 mg  $7.25 

1056 목 캔디, 체리 30 개 5.8 mg  $3.25 

1833 목 캔디, 허니 레몬 30 개 7.5 mg  $3.00 

1834 목 캔디, 멘톨 30 개 5.4 mg  $3.25 

1182 목 캔디, 무설탕, 체리 25 개 5.8 mg  $4.00 

1054 기침 시럽, 가래약 4 oz 200 mg / 10 ml  $5.75 

1323 다이어베틱 투신 DM 4 oz 20 mg / 200 mg  $9.50 

2364 포춘 콜타린(Coltalin)-Nd 졸음방지 감기용 정제 36 정  $19.50 

1180 구아이페네신(기침 가래약) 100 정 200 mg  $10.50 

2059 호올스 멘토-립터스 드롭스  30 정  $6.00 

2063 뮤시넥스 20 정 600 mg  $18.00 

1178
콧물, 가래 완화 DM 거담제 및 기침억제제(구아이페네신 
400 mg /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 20 mg)

30 정 400 mg / 20 mg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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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포진 및 약용 립 제품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152 아브레바 2 gm 10%  $33.50 

1256 블리스텍스(Blistex) 입술 연고 6 gm  $5.25 

1255 카멕스(Carmex) 7.5 gm  $4.25 

1153 허퍼신-L 립밤 0.1 oz 1%  $9.50 

1359 릴리브 구순포진 치료제 6 ml 0.13%  $23.00 

감기 및 독감(계속)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965 콧물, 가래 완화 DM 거담제 및 기침억제제, 서방정 14 정 1,200 mg / 60 mg  $15.25 

1357 종합감기 포뮬러 24 정 10 mg / 5 mg / 
325 mg  $8.25 

1931 코세척 키트, 식염수 1 키트  $19.00 

1792 개별 스팀흡입기 1 개  $51.00 

1352 페닐에프린 HCL (코 막힘 완화제 PE) 36 정 10 mg  $7.25 

1176 인후염 캔디(체리) 18 개  $6.50 

1904 인후염 스프레이(체리) 6 oz 1.4%  $6.50 

2061 타이레놀(Tylenol) 감기 및 독감 24 정  $12.00 

1164 베이포 럽 4.0 oz 4.8% / 1.2%  $6.50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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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및 의치 관리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077 항균 구강청결제 16 oz 1 개  $7.25 

2312 항균 구강 세척제 250 ml  $5.00 

1817 바이오틴(Biotene) 건조한 입 구강 세척제 16 oz  $13.75 

1818 바이오틴(Biotene) 건조한 입 스프레이 1.5 oz  $12.00 

1749 덴탈 여행용 키트 1 개  $9.75 

1747 의치용 칫솔 1 개  $5.50 

1032 의치용 세척 정제 40 정  $7.25 

1653 에퍼덴트 플러스 민트 정제 44 정  $9.50 

1842 에퍼그립 의치 접착 크림 1.5 oz  $7.25 

1843 에퍼그립 의치 접착 크림 2.5 oz  $9.50 

1745 손가락 치아 및 잇몸 마사지 도구 1 개  $9.50 

1187 픽소덴트 0.75 oz  $6.75 

1751 치간 치실 90 개  $5.75 

1748 치간 칫솔 10 개  $7.00 

2311 리스테린 오리지널 1 L  $10.25 

1454 오라젤 진통제 0.25 oz 20%  $10.50 

2161 오랄 B 교체용 칫솔모 3개 3 개  $33.00 

1750 구강 관리 키트 1 개  $13.75 

1286 구강 진통제 0.5 oz 20%  $6.75 

1324 폴리덴트 의치 크림 3.9 oz  $9.00 

1892 폴리덴트 오버나이트 84 개  $12.75 

1901 리치 왁스 치실 - 시나몬 55 야드  $4.50 

1455 리치 왁스 치실 - 민트 55 야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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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902 리치 왁스 치실 - 무향 55 야드  $4.25 

2038 씨본드 의치 접착제 웨이퍼, 하악 15 매  $8.00 

2039 씨본드 의치 접착제 웨이퍼, 상악 15 매  $7.75 

1746 혀 클리너 1 개  $6.25 

2015 칫솔(배터리 전원) 1 개  $20.25 

1830 칫솔, 콜게이트, 성인용 중형 1 개  $3.00 

1413 칫솔, 콜게이트, 성인용 부드러운 모 1 개  $3.00 

1450 칫솔, 충전용 1 개  $41.25 

1948 칫솔, 부드러운 모 2팩 2 개  $6.25 

1412 칫솔, 테크 프로, 각이 진 부드러운 모 1 개  $3.25 

1831 치약, 콜게이트 4 oz  $5.75 

1838 치약, 크레스트 센시-릴리프 4.1 oz  $9.75 

1914 치약, 불소 6.4 oz  $4.50 

1414 치약, 펩소덴트 5.5 oz  $3.50 

1903 치약, 민감성 치아 4.3 oz  $4.50 

1716 치약, 울트라브라이트 어드밴스드 화이트닝 6 oz  $6.25 

1744 워터 제트 1 개  $34.00 

1743 워터 제트 교체 팁 5 개  $17.75 

치아 및 의치 관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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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047 일일 당뇨병 건강 팩 비타민 ‡ 30 정  $28.25 

1839 당뇨병성 피부 완화 풋크림 3.4 oz  $12.50 

1956 당뇨 양말, 검은색, 미디움, 3팩 3 켤레  $9.50 

1957 당뇨 양말, 검은색, 라지, 3팩 3 켤레  $9.50 

1958 당뇨 양말, 검은색, X-라지, 3팩 3 켤레  $9.50 

1953 당뇨 양말, 흰색, 미디움, 3팩 3 켤레  $10.00 

1954 당뇨 양말, 흰색, 라지, 3팩 3 켤레  $10.00 

1955 당뇨 양말, 흰색, X-라지, 3팩 3 켤레  $10.00 

2315 포도당 구미 혼합 과일 맛 60 정  $10.00 

1997 포도당 정제 50 정  $8.50 

1959 당뇨 양말, 울트라 소프트 패디드, 검은색, 미디움, 2팩 2 켤레  $11.50 

1960 당뇨 양말, 울트라 소프트 패디드, 검은색, 라지, 2팩 2 켤레  $11.50 

1961 당뇨 양말, 울트라 소프트 패디드, 검은색, X-라지, 2팩 2 켤레  $11.50 

1962 당뇨 양말, 울트라 소프트 패디드, 흰색, 미디움, 2팩 2켤레  $11.50 

1963 당뇨 양말, 울트라 소프트 패디드, 흰색, 라지, 2팩 2  켤레  $11.50 

1964 당뇨 양말, 울트라 소프트 패디드, 흰색, X-라지, 2팩 2 켤레  $11.50 

2314 비비 캡 인슐린 온도 쉴드 1 개  $120.00 

2320 제로 슈가 비오틴‡ 60 정 5000 mcg  $14.00 

2316 제로 슈가 당뇨병 종합 비타민‡ 60 정  $14.00 

당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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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317 제로 슈가 프로바이오틱 60 정  $14.00 

2318 제로 슈가 비타민 C‡ 60 정  $14.00 

2319 제로 슈가 비타민 D‡ 60 정 125 mcg  $14.00 

당뇨병 관리(계속)

진단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201 A1C 셀프 체크 나우‡ 1 개  $84.25 

1982 활동 추적기 1 개  $50.00 

1935 욕실 체중계 ‡ 1 개  $46.50 

1981 욕실 체중계, 음성 지원‡ 1 개  $61.25 

1253 혈압계, 탁상용 자동‡ 1 개  $54.00 

1503 혈압계, 탁상용 음성 지원‡ 1 개  $47.25 

1501 혈압계, 손목‡ 1 개  $30.50 

1502 혈압계, 손목 음성 지원‡ 1 개  $44.00 

2163 Covid-19 자가진단 키트‡ 2 개  $34.00 

1504 탁상용 혈압계 교체용 커프‡ 1 개  $15.25 

1416 EZ 대장암 감지 테스트 키트‡ 1 개  $22.00 

1794 발열 스트립 체온계 1 개  $8.50 

1505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1 개  $37.75 

1771 심장 박동수 측정기 손목형‡ 1 개  $40.25 

1789 폐활량 측정기‡ 1 개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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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192 인공누액 점안액 0.5 oz  $6.25 

1194 인공누액 연고 3.5 gm  $10.00 

1196 바슈롬 눈 세정액 4 oz  $8.25 

1199 클리어 아이 점안액 0.2 oz  $6.25 

1742 면봉 300개  $6.50 

1841 귀 진통제 점이액 10 ml  $13.75 

1190 귀지 제거 드롭스 15 ml 6.5%  $12.25 

1363 귀지 제거 시스템(고무 스포이드 포함) 15 ml 6.5%  $9.25 

1516 안대 1 개  $9.50 

1806 점안액(가려운 눈) 15 ml  $8.25 

2325 윤활 아이 젤 10 ml 0.4% / 0.3%  $25.50 

눈 및 귀 관리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752 체온계 탐침 덮개 30 개  $7.50 

1063 체온계, 디지털식 60초 1 개  $7.25 

1285 체온계, 디지털(귀) 1 개  $30.50 

1697 체온계, 플렉서블 팁, 디지털식 9초 1 개  $13.25 

1925 체온계, 음성 지원(귀, 이마) 1 개  $51.00 

2323 비비 에피 펜 온도 보호 1 개  $130.00 

진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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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330 A & D 연고 144 개  $17.00 

1344 접착 밴드 100 매  $6.00 

1803 애프터 바이트 벌레물림 완화 0.5 oz  $10.50 

1200 알코올 패드 * 100 매 70%  $4.50 

2004 알코올 패드 * 200 매 70%  $7.50 

1808 소독용 피부 클렌저 8 oz  $11.50 

1201 소독용 티슈 100 매  $7.75 

1020 바시트라신 연고 1 oz 500 u / gm  $6.75 

응급 처치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468 다목적 콘택트렌즈 용액 12 oz  $8.50 

1801 파타데이 데일리 릴리스 (올로파티딘) 트윈팩     5 ml 0.2%  $40.00 

1807 파타데이 데일리 릴리스(올로파티딘) 5 ml 0.1%  $20.00 

2324
프리저비전(Preservision) AREDS 2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90 정  $35.00 

1061 눈충혈 완화 점안액 15 ml 0.05%  $5.25 

2326 멸균 울트라 윤활 점안액 0.5 oz  $10.00 

1905 다래끼용 압박 붕대 1 개  $11.50 

1906 다래끼 연고 3.5 gm  $12.00 

1910 스윔 이어(Swim-Ear) 점이액 1 oz  $8.00 

눈 및 귀 관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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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331 바시트라신 연고 144 개  $20.00 

1142 박틴 소독액 4 oz  $11.00 

2054 밴드에이드 컴포트 플렉스 플라스틱 60매  $7.00 

1676 반창고 존슨앤존슨 거즈 패드 - 2인치 x 2인치 25매  $7.25 

2060 베나드릴(Benadryl) 엑스트라 스트렝스 가려움 완화 크림 1 oz  $7.75 

1926 화상 완화 스프레이 4.5 oz 0.5%  $18.25 

1144 칼디펜 클리어(가려움 방지 로션) 6 oz 1%  $7.75 

2042 깁스, 붕대 및 상처 보호대, 팔 2 개  $16.00 

2043 깁스, 붕대 및 상처 보호대, 다리 2 개  $16.00 

1223 신축성 거즈 멸균 붕대 - 3인치 x 4.1야드 12 개  $8.50 

1763 코튼 볼 300 개  $4.00 

1669 면봉 - 6인치 1000 개  $11.25 

1140 염산디펜하이드라민 / 아세트산아연(가려움 방지 크림) 1 oz  $6.25 

1207 탄력 붕대 - 2인치 x 4.5야드 1 개  $6.25 

1213 탄력 붕대 - 6인치 x 5야드 1 개  $8.50 

1947 응급 처치 키트, 20가지 구성 1 개  $6.00 

1215 응급 처치 키트, 76가지 구성 1 개  $10.50 

1738 응급 처치 키트, 175가지 구성 1 개  $15.00 

2055 골드본드 약용 바디 파우더 10 oz  $10.75 

1062 핫 / 콜드 팩, 소형 1개 및 대형 1개 1 개  $9.50 

1074 하이드로코르티존 1% 크림 1 oz 1%  $5.50 

1228 과산화수소 16 oz 3%  $4.75 

1867 곤충 퇴치 스프레이 - 디트 2 oz 30%  $9.00 

1796 곤충 퇴치 스프레이 - 디트 4 oz 30%  $12.50 

1868 곤충 퇴치 스프레이 - 디트 8 oz 30%  $17.25 

1203 요오드액 소독제 4 oz 10%  $9.50 

응급 처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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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처치(계속)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713 이소프로필 알코올 16 oz 70%  $5.75 

1229 이소프로필 알코올, 윈터그린 16 oz 70%  $6.25 

1872 액상형 밴드 0.61 oz  $10.00 

1326 네오스포린 + 진통제 0.5 oz  $9.75 

1667 넥스케어 투명 방수 반창고 다양한 크기 50매 50 매  $8.25 

1840 니트릴 일회용 장갑(대) 100 매  $14.50 

2328 니트릴 장갑(소) 100 매  $12.00 

2329 니트릴 장갑(특대) 100 매  $12.00 

2018 페트로리움 젤리 4 oz  $6.50 

1896 시술용 얼굴 마스크(귀 고리 포함) 50 매  $17.00 

1217 테이프, 외과용 페이퍼 - 1인치 x 10야드 1 개  $6.25 

1219 테이프, 실크 재질 외과용 1인치 x 10야드 1 개  $5.75 

1221 테이프, 투명 외과용 - 1인치 x 10야드 1 개  $5.25 

1819 테가덤 투명 드레싱 8 매  $10.50 

1014 트리플 항생제 연고 1 oz  $10.50 

2332 트리플 항생제 연고 144개  $25.00 

2057 바세린 페트롤리움 젤리 13 oz  $8.00 

2333 비닐장갑(소) 100 매  $10.00 

2230 비닐장갑(대) 100 매  $16.75 

2334 비닐장갑(특대) 100 매  $10.00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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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279 아몬드 밀크, 가당 오리지널 32 oz  $5.00 

2248 에인절 헤어 파스타 16 oz  $4.00 

2277 애플소스 멀티팩(6컵) 6 개  $6.25 

2251 베이크드 빈즈 16 oz  $4.00 

2268 블랙 빈즈 15.5 oz  $3.00 

2287 치킨 브로스 14.5 oz  $2.00 

2288 치킨 브로스 49.5 oz  $7.25 

2289 치킨 스톡 32 oz  $6.25 

2272 콘플레이크 시리얼 18 oz  $8.00 

2266 크런치 그래놀라 바, 오트 앤 허니 12 개  $7.00 

2252 으깬 토마토 28 oz  $4.00 

2250 자른 고구마 29 oz  $5.25 

2249 다이스드 토마토 14.5 oz  $5.25 

2283 엑스트라 롱 그레인 강화 쌀 2 lb  $3.00 

2244 페투치니 파스타 16 oz  $4.00 

2254 프레시 컷 슬라이스 당근 14.5 oz  $3.50 

2256 프레시 컷 스위트 피스 - 8.5 oz 8.5 oz  $2.00 

2259 프레시 컷 홀 뉴 포테이토 14.5 oz  $3.00 

2255 과일 칵테일(헤비 시럽) 8.5 oz  $2.50 

2269 병아리콩 15.5 oz  $3.00 

2242 그린빈 컷 15.5 oz  $2.00 

2245 링귀니 파스타 16 oz  $4.00 

2282 천연 현미 2 lb  $3.00 

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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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253 비유제품 파우더 크리머 오리지널 11 oz  $4.00 

2276 뉴트리 그레인 애플 시나몬 시리얼 바 8 개  $8.50 

2281 올드 패션드 오트밀 42 oz  $7.00 

2280 오리지널 인스턴트 오트밀 10 개  $6.00 

2278 팸 소티 & 그릴 스프레이 17 oz  $8.25 

2265 파스타 지티 16 oz  $2.00 

2257 피어 해브즈(헤비 시럽) 29 oz  $5.50 

2263 파인애플 슬라이스(100% 파인애플 주스) 8 oz  $2.00 

2286 퓨어 허니 12 oz  $7.00 

2273 레이즌 브랜 시리얼 24 oz  $8.00 

2243 레디 파스타 8.5 oz  $4.00 

2270 붉은 강낭콩 15 oz  $3.00 

2271 라이스 크리스피 시리얼 12 oz  $8.25 

2284 홍연어 14.75 oz  $11.50 

2261 슬라이스드 비트 14.5 oz  $3.50 

2258 슬라이스드 뉴 포테이토 14.5 oz  $3.50 

2260 슬라이스드 복숭아(헤비 시럽) 8.5 oz  $3.50 

2247 스파게티 글루텐 프리 파스타 12 oz  $6.25 

2246 스파게티 파스타 16 oz  $4.00 

2275 스페셜K 시리얼 18 oz  $9.00 

2264 달콤한 연유 - 14 oz 14 oz  $5.75 

2285 참치 라이트 인 워터 2.6 oz  $3.00 

2290 통곡물 현미 8 oz  $4.00 

식음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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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784 버니언 가드-무지외반증 완화 1 개  $9.50 

1238 굳은살 제거제 패드 6 매  $9.75 

1236 티눈 제거제 패드 9 매  $7.75 

2335 데오도란트 풋 파우더 6 oz  $9.00 

2388 닥터숄(Dr. Scholl's) 플로트 온에어 인솔 남성용 1 개  $19.75 

2389 닥터숄(Dr. Scholl's) 플로트 온에어 인솔 여성용 1 개  $19.75 

1785 해머 토 크레스트 1 개  $10.50 

2391 케라살 진균 손발톱 무좀 리뉴얼 0.33 oz  $24.00 

2390 케라살 인텐시브 풋 리페어(연고) 0.33 oz  $18.75 

1786 양털 패딩 1 개  $4.75 

1240 약용 풋 파우더 5 oz  $7.75 

1782 몰스킨 시트 플러스 4 매  $5.50 

1788 발가락 보호대, 소형 1 개  $10.50 

1787 발가락 보호대, 대형 1 개  $10.50 

1783 토 세퍼레이터 6 개  $8.25 

풋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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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조 기구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512 이갈이 방지 가드(보일 앤드 바이트 마우스 가드) 1 개  $19.50

2351 공기 청정기 1 개  $189.00 

2336 알루미늄 리처(마그네틱 팁 비접이식 32인치) 1 개  $8.75 

2046 버튼 및 지퍼 풀 에이드 1 개  $10.25 

2341 무선 워터 플로서 1 개  $31.50 

2037 양압기(CPAP) 마스크 물티슈 72 매  $12.50 

1836 양압기 전용 베개(CPAP Pillow) 충전 섬유 1 개  $52.75 

1837 양압기 전용 베개(CPAP Pillow) 메모리폼 1 개  $41.50 

1732 쿠션(도넛형) 1 개  $22.25 

치질 약제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066 치질 연고 2 oz  $7.75 

1247 치질 좌약 12 개  $6.75 

1364 프리모이스트 치질 패드 100 매  $10.00 

1248 프리퍼레이숀 H 크림 26 gm  $12.50 

1895 프리퍼레이숀 H 약용 물티슈 48 매  $10.75 

1098 블리스텍스 턱스 약용 쿨링 패드 100 매  $14.00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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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조 기구(계속)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731 쿠션(요추 보호) 1 개  $19.75 

2340 디럭스 페달운동기 1 개  $59.75 

1515 의치 보관 케이스 1 개  $3.75 

1753 탄성 매트리스 커버 - 80인치 x 36인치 x 6인치 1 개  $7.75 

2346 운동 저항 밴드 1 개  $5.25 

2353 폼 베드 웨지 1 개  $43.50 

2349 발 스툴(지지 손잡이 포함) 1 개  $27.25 

2130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1.0 1 개 1.0 디옵터  $7.50 

2133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1.25 1 개 1.25 디옵터  $7.50 

2136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1.5 1 개 1.50 디옵터  $7.50 

2139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1.75 1 개 1.75 디옵터  $7.50 

2142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2.0 1 개 2.00 디옵터  $7.50 

2145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2.25 1 개 2.25 디옵터  $7.50 

2148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2.75 1 개 2.75 디옵터  $7.50 

2151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3.0 1 개 3.00 디옵터  $7.50 

2154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3.25 1 개 3.25 디옵터  $7.50 

2157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3.5 1 개 3.50 디옵터  $7.50 

2160 제네릭: 독서용 안경 디옵터 +4.0 1 개 4.00 디옵터  $7.50 

2347 손 운동 강화기 1 개  $7.50 

1431 보청기 배터리(사이즈 10) 8 개  $8.50 

1430 보청기 배터리(사이즈 13) 8 개  $8.50 

1429 보청기 배터리(사이즈 312) 8 개  $8.50 

1795 가습기, 초음파 쿨 미스트 1 개  $68.75 

1936 저자극성 베개 1 개  $31.50 

2343 병따개(시니어용) 3 개  $7.25 

1756 조리용 저울(다이얼식)‡ 1 개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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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조 기구(계속)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016 조리용 저울(디지털식) ‡ 1 개  $26.50 

2354 마사지 폼 롤러 1 개  $132.25 

2214 계량컵 저울 ‡ 1 개  $28.75 

1875 의료 ID 팔찌 - 블랭크 1 개  $16.50 

1877 의료 ID 팔찌 - 당뇨병 1 개  $15.75 

1876 의료 ID 팔찌 - 심장 1 개  $15.75 

2017 약 병따개(확대경 포함) 1 개  $10.50 

2044 구강 주사기 1 개  $4.75 

2352 발가락 골절용 신발 1 개  $47.25 

1513 교정용 목 베개 1 개  $44.00 

1933 알약 분쇄기(보관용기 포함) 1 개  $10.50 

1932 알약 커터(안전막 포함) 1 개  $10.25 

1514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 - 흰색 1 개  $19.50 

2337 리처 흡입 컵 22인치 1 개  $12.50 

2338 리처 흡입 컵 33인치 1 개  $15.25 

1799 바늘 폐기용기, 1갤런 1 개  $10.75 

2339 구둣주걱 노 벤드 24인치 1 개  $11.00 

2344 스트레스 볼 1 개  $7.25 

2350 트레이 워커 접이식 1 개  $17.50 

1934 일주일분 오전 / 오후 약통 1 개  $10.50 

1511 가중 담요 1 개  $85.00 

1466 휠체어 쿠션, 젤 / 폼 시트 1 개  $30.50 

2348 손목 및 발목 웨이트 1 개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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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381 디스크리트(Discreet) 맨스 언더웨어, 소 / 중 20 정  $24.50 

2382 디스크리트(Discreet) 맨스 언더웨어, 대 / 특대 18 정  $24.50 

2383 디스크리트(Discreet) 우먼스 언더웨어, 중 20 정  $24.50 

2385 디스크리트(Discreet) 우먼스 언더웨어, 대 18 정  $24.50 

2384 디스크리트(Discreet) 우먼스 언더웨어, 특대 16 정  $24.50 

2380 오버나이트 방광 조절 패드 30 정  $32.25 

실금

실금 용품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300 A & D 연고 2 oz  $6.50 

1510 성인용 기저귀, 소형 - 25인치~34인치 *(탭) 24 정  $25.25 

2027 성인용 요실금 기저귀, 대형 - 44인치~58인치(탭) 24 정  $20.00 

2028 성인용 요실금 기저귀, 특대형 - 58인치~63인치 (탭) 20 정  $20.00 

2219 어텐드(Attends) 비만인용 2X특대형 언더웨어 12 정  $23.00 

1811 어텐드 디스크리트(Attends Discreet) 맨스 가드 20 정  $14.00 

1810 어텐드 디스크리트(Attends Discreet) 맨스 실드 20 정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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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금 용품(계속)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812
어텐드 디스크리트(Attends Discreet)  
여성용 맥시멈 요실금 패드

20 개  $21.00 

1815 어텐드 디스크리트(Attends Discreet) 여성용 팬티라이너 28 개  $9.25 

1814
어텐드 디스크리트(Attends Discreet)  
여성용 극과민성 방광 조절 패드

20 개  $23.00 

1302 배리어 크림 4 oz  $8.75 

2010 목욕용 물티슈 8 매  $4.50 

2048 환자용 변기 1 개  $2.75 

1479 요실금 셰이프드 패드(헤비 흡수력) 20 개  $23.50 

1480 요실금 셰이프드 패드(맥시멈 흡수력) 20 개  $17.50 

1021 일회용 속옷형 기저귀 (중형) - 34인치~44인치(풀업) 20 장  $17.50 

1026 일회용 속옷형 기저귀 (대형) - 44인치~58인치(풀업) 18 장  $17.50 

1027 일회용 속옷형 기저귀 (특대형) - 58인치~68인치(풀업) 14 장  $17.50 

1928 변기 폐기용 물티슈 24 매  $7.75 

2000 화장실용 물티슈 60 매  $10.75 

1202 란티셉틱(Lantiseptic) 피부 보호 연고 4 oz 50%  $12.50 

2049 남성용 소변기 1 개  $1.75 

1884 노린스(No-Rinse) 바디 워시 8 oz  $10.50 

1508 옥시트롤(Oxytrol) 4매 4 매 3.9 mg / 일  $36.50 

1509 옥시트롤(Oxytrol) 8매 8 매 3.9 mg / 일  $68.25 

2022 회음부 세정 린스 프리 8 oz  $2.50 

1993 고급 성인용 팬티, 중형 - 32인치~44인치(탭) 14 장  $34.75 

1994 고급 성인용 팬티, 대형 - 44인치~58인치(탭) 12 장  $34.75 

1995 고급 성인용 팬티, 특대형 - 58인치~63인치(탭) 10 장  $34.75 

1990 고급 일회용 속옷, 중형 - 36인치~44인치(풀업) 18 장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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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991 일회용 속옷형 기저귀 (대형) - 44인치~58인치(풀업) 16 장  $34.75 

1992 고급 일회용 속옷, 특대형 - 56인치~68인치(풀업) 14 장  $34.75 

1477 언더패드(일회용) - 30인치 x 30인치 10 매  $10.50 

1996 언더패드, 엑스트라 흡수력 공기 투과성, 30인치 x 36인치 5 매  $15.75 

1348 세정 수건(라놀린 함유) 64 장  $8.25 

실금 용품(계속)

멀미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264 보나인(Bonine) 성인용 8's 8 정 25 mg  $7.25 

1263 디멘하이드리네이트(멀미약 정제) 12 정 50 mg  $7.25 

1366 염산메클리진(멀미 캐플릿) 100 정 12.5 mg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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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보충제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109 비욘드 프레쉬(Beyond Fresh) 어메이징 셰이크 1.1 lb  $31.00 

2111 비욘드 프레쉬(Beyond Fresh) 빈야드 프레쉬 블렌드 6.3 oz  $30.00 

2100 부스트(BOOST) 영양 보충제: 초콜릿 셰이크 개당 8 oz 24 개  $47.25 

2101 부스트(BOOST) 영양 보충제: 바닐라 셰이크 개당 8 oz 24 개  $47.25 

2114 바운티풀(Bountiful) 비트 추출물 10.6 oz  $18.00 

2116 컨트리팜(Country Farms) 애플 사이다 비네거 구미 60 정  $13.50 

2115 컨트리팜(Country Farms) 슈퍼 셰이크(초콜릿) 12.4 oz  $18.00 

2104 글루세나(Glucerna): 초콜릿 셰이크 개당 8 oz 6 개  $20.00 

2102 글루세나(Glucerna): 초콜릿 셰이크 개당 8 oz 24 개  $61.00 

2105 글루세나(Glucerna): 바닐라 셰이크 개당 8 oz 6 개  $20.00 

2103 글루세나(Glucerna): 바닐라 셰이크 개당 8 oz 24 개  $61.00 

2108 케토 식사 대용 셰이크 - 초콜릿 16 oz  $23.00 

2107 케토 식사 대용 셰이크 - 바닐라 20 oz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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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809 관절염 작열통 완화 크림 3 oz 10%  $8.25 

2229 관절염 통증 완화 젤 3.5 oz 3.5 oz 1%  $17.50 

1924 애스퍼크림(Aspercreme) 1.25 oz  $8.00 

1944 콜드 / 핫 멘톨 파스 5 매 5%  $8.50 

2355 디클로페낙 나트륨 트로피컬 젤 3.5 oz 1%  $15.00 

1980 이글 브랜드(Eagle Brand) 약용 오일 36 ml 14.5% / 30%  $12.50 

1845 엡섬(Epsom) 솔트 4 lb  $8.25 

1846 패스트 프리즈(Fast Freeze) 통증 완화 스프레이 4 oz  $14.00 

2024 가열 패드 디지털, 12인치 x 15인치 * 1 개  $45.75 

1943
온열 패드 랩(어깨, 목, 허리용) 
, 25인치 x 26인치 *

1 개  $56.00 

1861 온열 패드, 12인치 x 15인치 * 1 개  $26.50 

1942 온열 패드, 특대형, 12인치 x 24인치 * 1 개  $35.75 

1859 온열 랩 - 허리 및 엉덩이 2 개  $10.75 

1860 온열 랩 - 목, 어깨 및 손목 3 개  $10.75 

1761 아이스백 - 9인치 1 개  $8.50 

1871 리도카인 패치 5 매 4%  $14.75 

1923 멘톨 젤 8 oz 2%  $9.50 

1762 통증 완화 마스크 1 개  $7.25 

1475 통증 완화 머슬 럽 2 oz 2.5%  $6.50 

2386 살론파스(Salonpas) 리도카인 젤 패치 6 매  $17.50 

1739 살론파스(Salonpas) 통증 완화 패치 6 매  $14.50 

1912 더마케어(Thermacare) 허리 및 힙 3 매  $14.75 

1913 더마케어(Thermacare) 생리통 완화 4 매  $14.75 

통증 완화 보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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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374
타이거 밤(Tiger Balm) 레드 엑스트라 스트렝스 통증 완화 연고 
18 g / 0.63 oz

1 개  $8.50 

1979 타이거 밤(Tiger Balm) 울트라 스트렝스 연고 0.63 oz 11%  $11.25 

1781 보온 또는 보냉 물병, 고무 라텍스 1 개  $9.50 

통증 완화(계속)

진통제 및 해열제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423 아세트아미노펜(어린이용 통증 완화 츄어블) 30 정 80 mg  $6.75 

2030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엑스트라 스트렝스) 24 정 500 mg  $3.50 

1105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엑스트라 스트렝스) 50 정 500 mg  $6.25 

1600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엑스트라 스트렝스) 100 정 500 mg  $7.25 

2002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엑스트라 스트렝스) 500 정 500 mg  $15.75 

1001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레귤러 스트렝스) 100 정 325 mg  $6.75 

2050 애드빌(Advil) 100 정 200 mg  $15.00 

1311 관절염 진통제 100 정 650 mg  $12.50 

1095 아스피린(Aspirin) 100 정 325 mg  $7.00 

1096 아스피린(Aspirin), 장용정 100 정 325 mg  $7.75 

1002 아스피린(Aspirin), 장용정, 저용량 120 정 81 mg  $6.25 

1998 아스피린(Aspirin), 장용정, 저용량 500 정 81 mg  $12.50 

1802 아스피린(Aspirin), 저용량, 츄어블 36 정 81 mg  $5.75 

1720 베이어(Bayer) 허리 및 신체 통증, 엑스트라 스트렝스 24 정 500 mg / 32.5 mg  $7.75 

1367 캡사이신(통증 완화 크림) 2.1 oz 0.025%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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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052 엑시드린(Excedrin) 편두통 100 정 250 mg / 250 mg /  
65 mg  $17.00 

2031 이부프로펜(진통제 / 해열제) 24 정 200 mg  $4.25 

1004 이부프로펜(진통제 / 해열제) 100 정 200 mg  $8.25 

2001 이부프로펜(진통제 / 해열제) 500 정 200 mg  $16.75 

2032 나프록센 나트륨(진통제 / 해열제) 24 정 220 mg  $5.50 

1041 나프록센 나트륨(진통제 / 해열제) 50 정 220 mg  $4.75 

1097 나프록센 나트륨(진통제 / 해열제) 100 정 220 mg  $9.75 

1365
진통제 플러스(아세트아미노펜 250 mg / 
아스피린 250 mg / 카페인 65 mg)

100 정 250 mg / 250 mg /  
65 mg  $8.25 

1332
진통제, PM(아세트아미노펜,  
엑스트라 스트렝스 / 디펜히드라민 25 mg)

100 정 500 mg / 25 mg  $8.75 

2058 타이레놀(Tylenol) 엑스트라 스트렝스 100 정 500 mg  $15.75 

2051 타이레놀(Tylenol) 레귤라 스트렝스 100 정 325 mg  $13.00 

2036 비뇨기 진통제 정제 30 정 95 mg  $11.50 

이살충제(머릿니 치료)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929 이 제거 키트 1 키트  $28.25 

1269 머릿니 치료 린스(페르메트린) 59 ml 1%  $15.75 

1271 머릿니 치료 샴푸 4 oz  $11.00 

진통제 및 해열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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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076 여드름 젤 10% 과산화 벤조일 1.5 oz 10%  $8.75 

1368 암모늄락테이트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8 oz 12%  $12.75 

2356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춰라이징 바디 워시 18 oz  $23.00 

1821 캘러마인 피부 보호 로션 6 oz  $7.25 

1065 손 세정제 8 oz  $6.75 

2358 치유 연고 3.75 oz  $9.00 

2357 하이드로코르티존 크림 144 개 1%  $23.00 

1893 알로에 함유 보습 바디 로션 8 oz  $7.00 

2056 옥시(Oxy) 데일리 클렌징 패드 맥시멈 90 매  $16.25 

1852 흉터 젤 0.7 oz  $10.50 

2359 스트리덱스(Stridex) 약용 패드 센시티브 90매 90 매  $7.00 

1908 자외선 차단 로션 SPF 30 1.5 oz  $5.25 

1284 자외선 차단 로션 SPF 30 4.0 oz  $7.75 

스킨 및 선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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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363 멜라토닌 퀵 디졸브 정제 90 정 10 mg  $9.00 

1725 코골이 방지 스트립(대형) 30 매  $13.50 

1724 코골이 방지 스트립(중형) 30 매  $13.50 

2361 네이처스 바운티 멜라토닌 소프트젤 5 mg 90 정 5 mg  $12.00 

2362 수면 보조 제품 16 정 25 mg  $8.00 

1276 수면제 50 정 25 mg  $7.75 

수면 보조제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372 니코틴 껌‡ 50 개 4 mg  $26.25 

1281 니코틴 정제‡ 72 정 4 mg  $44.00 

1369 니코틴 패치, 1단계‡ 14 매 21 mg / 24 시간  $36.75 

1370 니코틴 패치, 2단계‡ 14 매 14 mg / 24 시간  $36.75 

1371 니코틴 패치, 3단계‡ 14 매 7 mg / 24 시간  $36.75 

금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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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및 보호대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225 발목 지지대 2 개  $1 0.50 

2041 팔걸이 붕대 1 개  $1 4.75 

1767 관절염 장갑, 소형 1 쌍  $28.25 

1766 관절염 장갑, 중형 1 쌍  $29.25 

1765 관절염 장갑, 대형 1 쌍  $28.25 

2011 관절염 무릎 슬리브, 소형 1 개  $25.50 

2012 관절염 무릎 슬리브, 중형 1 개  $25.50 

2013 관절염 무릎 슬리브, 대형 1 개  $25.50 

2014 관절염 무릎 슬리브, 특대형 1 개  $25.50 

1487 탄성 허리 지지대 - 24인치~46인치 1 개  $23.50 

1488 탄성 허리 지지대(요추) 1 개  $29.50 

1770 손목 터널 보호대(소형) 1 개  $25.50 

1769 손목 터널 보호대(중형) 1 개  $25.50 

1768 손목 터널 보호대(대형) 1 개  $25.50 

1241 경추보호대 1 개  $6.00 

1398 압박 무릎 위 양말, 남성용 검은색, 중형(발 사이즈 8 - 1 0)‡ 1 켤레 15 - 20 mmHg  $18.75 

1399
압박 무릎 위 양말, 남성용 검은색, 대형(발 사이즈 1 0.5 - 1 
2)‡

1 켤레 15 - 20 mmHg  $18.75 

1400 압박 무릎 위 양말, 남성용 흰색, 중형(발 사이즈 8 - 1 0)‡ 1 켤레 15 - 20 mmHg  $18.75 

1401 압박 무릎 위 양말, 남성용 흰색, 대형(발 사이즈 1 0.5 - 1 2)‡ 1 켤레 15 - 20 mmHg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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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및 부목(계속)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406 압박 무릎 위 양말, 여성용 베이지, 소형(발 사이즈 4-5) 1 켤레 8 - 15 mmHg  $1 9.00 

1407 압박 무릎 위 양말, 여성용 베이지, 중형(발 사이즈 5.5-7.5) 1 켤레 8 - 15 mmHg  $1 9.00 

1408 압박 무릎 위 양말, 여성용 베이지, 대형(발 사이즈 8-1 0.5) 1 켤레 8 - 15 mmHg  $1 9.00 

1410 압박 무릎 위 양말, 여성용 검은색, 중형(발 사이즈 5.5-7.5) 1 켤레 8 - 15 mmHg  $1 9.00 

1409 압박 무릎 위 양말, 여성용 검은색, 소형(발 사이즈 4-5) 1 켤레 8 - 15 mmHg  $1 9.00 

1411 압박 무릎 위 양말, 여성용 검은색, 대형(발 사이즈 8-1 0.5) 1 켤레 8 - 15 mmHg  $1 9.00 

1760 디럭스 크리스 크로스 허리 지지대, 소형 - 28인치~32인치 1 개  $25.25 

1759 디럭스 크리스 크로스 허리 지지대, 중형 - 33인치~37인치 1 개  $25.25 

1758 디럭스 크리스 크로스 허리 지지대, 대형 - 38인치~42인치 1 개  $25.25 

1224 팔꿈치 지지대 1 개  $1 5.25 

1774 발꿈치 및 팔꿈치 보호대(소형) 1 개  $1 4.75 

1773 발꿈치 및 팔꿈치 보호대(중형) 1 개  $1 4.75 

1772 발꿈치 및 팔꿈치 보호대(대형) 1 개  $1 4.75 

1775 발꿈치 및 팔꿈치 보호대(특대형) 1 개  $1 4.75 

1862 엉덩이 보호대, 소형 1 개  $48.25 

1863 엉덩이 보호대, 중형 1 개  $48.25 

1864 엉덩이 보호대, 대형 1 개  $48.25 

1865 엉덩이 보호대, 특대형 1 개  $48.25 

1465 무릎 고정대 1 개  $25.25 

1481 무릎 지지대, 탄성, 소형 1 개  $11.50 

1482 무릎 지지대, 탄성, 중형 1 개  $11.50 

1483 무릎 지지대, 탄성, 대형 1 개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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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484 무릎 지지대, 탄성, 소형(지지대 포함) 1  개  $1 9.75 

1485 무릎 지지대, 탄성, 중형(지지대 포함) 1  개  $1 9.75 

1486 무릎 지지대, 탄성, 대형(스테이 포함) 1  개  $1 9.75 

1463 야간 손목지지대 1  개  $30.75 

1897 팔 보호 슬리브 - 소형 1  쌍  $26.25 

1898 팔 보호 슬리브 - 대형 1  쌍  $29.50 

1899 팔 보호 슬리브 - 특대형 1  쌍  $32.50 

1457 리브 벨트 - 여성용(프리 사이즈) 1  개  $1 8.75 

1456 리브 벨트 - 남성용(프리 사이즈) 1  개  $1 8.75 

2040 테니스 엘보 지지대 1  개  $1 2.00 

1778 엄지손가락 보호대 1  개  $1 9.00 

1918 손목 압박대 - 소형 1  개  $1 4.75 

1919 손목 압박대 - 중형 1  개  $1 4.75 

1920 손목 압박대 - 대형 1  개  $1 4.75 

1921 손목 압박대 - 특대형 1  개  $1 4.75 

1230 손목 부목 1  개  $22.75 

1227 손목 지지대 1  개  $9.75 

지지대 및 부목(계속)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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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805 에어본(Airborne) 면역기능 보조제 츄어블‡ 32 정  $20.50 

2233 비트 뿌리 및 체리 추출물 젤리 ‡ 60개  $13.75 

2372
베이징 동인당(BEIJING TONG REN TANG)  
니우황 지앙야완 알약‡

10 정  $15.00 

2035 베타카로틴 ‡ 100 정 25,000 IU  $10.50 

1820 비오틴 구미‡ 60 정 2,500 mcg  $13.50 

1373 칼슘 + 비타민 D3‡ 60 정 600 mg / 400 IU  $7.25 

1823 칼슘 + 비타민 D3 구미‡ 60 정 250 mg / 500 IU  $13.25 

1291 칼슘‡ 60 정 600 mg  $7.25 

1945 칼슘 츄어블, 초콜릿‡ 60 정 500 mg / 1,000 IU  $9.75 

1420 센트룸 츄어블 성인용 50+ ‡ 60 정  $18.75 

2379 정관장 고려홍삼음료‡ 50 ml  $29.00 

1825 크로뮴 피콜리네이트 ‡ 100 정 200 mcg  $11.75 

1827 간유 ‡ 110 정  $9.50 

1828 코엔자임 Q-10 ‡ 30 정 100 mg  $15.25 

1829 코엔자임 Q-10‡ 30 정 50 mg  $12.50 

1393 데일리 멀티비타민 ‡ 100 정  $8.50 

1972 데일리 멀티비타민 구미‡ 120 정  $13.25 

1385 데일리 멀티비타민(미네랄 함유)‡ 100 정  $8.75 

1737 DHEA 호르몬 보충제‡ 50 정 50 mg  $12.00 

1204 소화 기능 개선 - 프로바이오틱‡ 30 정  $20.00 

1417 글루콘산제일철(철분 보충제)‡ 110 정 27 mg  $7.25 

1376 황산제일철(철분 보충제)‡ 100 정 325 mg  $7.75 

1741 피쉬오일 소프트젤‡ 60 정 1,000 mg  $8.50 

비타민 및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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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849 아마씨유‡ 100 정 1,000 mg  $10.50 

1850 엽산‡ 100 정 800 mcg  $6.00 

1114 글루코사민(관절 건강 유지)‡ 60 정 500 mg  $15.50 

1003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관절 건강 유지) ‡ 60 정 250 mg / 200 mg  $13.50 

2366 그레이트월 인 치아오 지에 두(Yin Chiao Jie Du) 정제‡ 120 정  $15.50 

2373
구팡 혈부축어탕(XIANDAI Xue Fu Zhu Yu Tang)  
보충제 캡슐‡

80 정  $8.00 

1975 헬시 아이(Healthy Eyes)(루테인 포함)‡ 60 정  $9.50 

1206 허벌 크랜베리 보충제‡ 60 정 250 mg  $16.75 

1866 면역기능 보조제 츄어블‡ 50 정  $11.25 

2236 비타민 C 함유 철분 구미‡ 60 정  $13.75 

2367 란저우 구팡 귀비환(Gui Pi Wan) 보충제 알약‡ 200 정  $5.50 

2365
란저우 구팡 곽향기적환(Huo Xiang Zheng Qi Wan)  
보충제 알약‡

200 정  $6.00 

2377 란저우 구팡 기국지황(Qi Ju Di Huang Wan) 보충제 알약‡ 200 정  $7.25 

1869 다리 경련 통증 완화 캐플릿‡ 50 정  $14.75 

1870 다리 경련 통증 완화 캐플릿‡ 100 정  $18.75 

2368
리종셍탕(LI ZHONG SHENG TANG)  
보제환(Po Chai) 18.9 g 알약‡

10 정  $9.00 

1418 마그네슘‡ 110 정 250 mg  $6.50 

2232 마그네슘 구연산염 젤리 ‡ 90 정  $16.75 

1879 멜라토닌‡ 100 정 5 mg  $12.50 

1971 멜라토닌 구미‡ 120 정 2.5 mg  $15.25 

2075 천연 베타카로틴‡ 100 정 25,000 IU  $12.00 

2091 천연 비오틴‡ 60 정 5,000 mcg  $14.75 

2076 천연 간유‡ 100 정  $11.00 

2092 천연 코엔자임 Q-10‡ 45 정 100 mg  1850 

2073 천연 글루콘산제일철(철분 보충체) ‡ 100 정 27 mg  $11.25 

2093 천연 엽산‡ 100 정 800 mcg  $8.00 

2089 천연 마그네슘‡ 60 정 482 mg  $10.25 

2094 천연 멜라토닌‡ 60 정 5 mg  $19.25 

비타민 및 미네랄(계속)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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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2095 천연 니아신, 안면 홍조 비유발‡ 30 정 500 mg  $11.00 

2074 천연 비타민 A‡ 100 정 10,000 IU  $10.75 

2080 천연 비타민 B-1‡ 100 정 100 mg  $12.50 

2081 천연 비타민 B-6‡ 100 정 100 mg  $21.25 

2082 천연 비타민 B-12‡ 60 정 500 mcg  $15.25 

2083 천연 비타민 B-12, 설하‡ 60 정 5,000 mcg  $30.00 

2079 천연 비타민 B-컴플렉스‡ 100 정  $10.00 

2084 천연 비타민 C‡ 100 정 1,000 mg  $15.25 

2085 천연 비타민 C(로즈 힙 포함)‡ 60 정 1,500 mg  $22.25 

2077 천연 비타민 D3‡ 100 정 1,000 IU  $18.75 

2078 천연 비타민 D3‡ 60 정 5,000 IU  $19.25 

2087 천연 비타민 E, 소프트 젤‡ 30 정 1,000 IU  $11.75 

2086 천연 비타민 E, 소프트 젤‡ 90 정 400 IU  $12.50 

2090 천연 아연‡ 100 정 50 mg  $18.25 

1378 니아신‡ 100 정 100 mg  $6.25 

1394 니아신‡ 100 정 500 mg  $10.50 

1930 니아신, 안면 홍조 비유발‡ 60 정 500 mg  $12.00 

1886 하루한알 남성용 멀티비타민‡ 100 정  $10.50 

1887 하루한알 여성용 멀티비타민‡ 100 정  $10.50 

1977 포타슘 글루코네이트‡ 100 정 595 mg  $6.75 

1395 레나-바이트(Rena-Vite)‡ 100 정  $20.25 

1210 쏘팔메토 허벌 ‡ 60 정 560 mg  $17.00 

1392 시니어 멀티비타민‡ 90 정  $11.50 

2369
샹야오팡지 컴파운드 단삼편(Compound Dan Shen Pian) 
보충제 정제(무설탕 코팅) ‡

50정  $8.25 

2376
싱린 인스탄트 리시마키아 음료  
(Jin Qian Cao Chong Ji) 60 g 패킷 ‡

12 개  $8.50 

1734 스트레스 포뮬라 아연 정제‡ 60 정  $10.50 

2234 심황(생강과 후추 함유) 구미 ‡ 60 개  $13.75 

2370 비케어(VICARE) 베셀케어 II 영양제 캡슐‡ 45 정  $66.00 

1735 비타퓨전(Vitafusion) 식이섬유 체중 관리‡ 90 정  $26.00 

비타민 및 미네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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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및 미네랄(계속)

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379 비타민 A‡ 100 정 10,000 IU  $8.25 

1016 비타민 B-1‡ 100 정 100 mg  $7.75 

1380 비타민 B-6‡ 100 정 50 mg  $6.25 

1388 비타민 B-6‡ 100 정 100 mg  $8.50 

1389 비타민 B-12‡ 100 정 500 mcg  $6.25 

1381 비타민 B-12‡ 100 정 1,000 mcg  $10.25 

1974 비타민 B-12, 설하‡ 30 정 5,000 mcg  $8.50 

1382 비타민 B-컴플렉스‡ 100 정  $8.25 

1915 비타민 B-컴플렉스 구미‡ 70 개  $13.50 

1017 비타민 C‡ 100 정 500 mg  $7.75 

1706 비타민 C‡ 110 정 1,000 mg  $11.00 

1916 비타민 C 구미‡ 60 개 125 mg  $12.50 

1383 비타민 D3‡ 100 정 10 mcg  $6.25 

1390 비타민 D3‡ 100 정 1000 IU  $9.00 

1973 비타민 D3‡ 100 정 5000 IU  $10.50 

1978 비타민 D3 구미‡ 120 정 1000 IU  $13.75 

1391 비타민 E, 소프트 젤‡ 100 정 100 IU  $6.25 

1384 비타민 E, 소프트 젤‡ 110 정 400 IU  $10.50 

2375 인공 카이응(Kai Yeung) 보충제 캡슐 ‡ 30 정  $7.50 

2378 인공 키앙리난바오(Qiang Li Nan Bao) 영양제 캡슐 ‡ 20 정  $10.25 

2371
ZHEN HE TANG 지앙탕링(Jiang TANG Ling)  
보충제 캡슐 ‡

60 정  $70.00 

1419 아연 킬레이트‡ 110 정 50 mg  $6.50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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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 포장 단위 용량  가격 

1288 닥터숄(Dr. Scholl's) 사마귀 제거 시스템 24 매  $15.25 

1075 사마귀 제거제, 액상 9 ml 17%  $7.50 

사마귀 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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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h SCAN Health Plan 또는 SCAN Desert Health Plan에서 탈퇴하신 경우, OTC 혜택도 자동 종료됩니다.

 h 이 정보는 다른 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회원이신 경우 고객서비스부에 
1-866-722-6725(TTY: 71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10월 1일-3월 31일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 4월 1일-9월 
30일 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 

 h 카탈로그에 제공된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성격의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대신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h 일부 제품 비용은 혜택 수당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일부 회원에게는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 모든 제품과 회사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이 상표의 사용이 업체와의 제휴 또는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트 B/D - 이 품목들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OTC 혜택보다는 
Medicare 파트 D 또는 파트 B에 의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들 해당 품목에 ( )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중 기능의 품목은 의학적 상태 또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및 제품입니다. 
플랜에 따라 해당 품목을 구매하시려면 담당의가 특정 진단 질환으로 이 품목을 추천해야 합니다. 품목을 
주문하기 전에 담당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http://otc.scan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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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일반의약품(OTC) 제품

주문 양식
1단계 - 아래에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가입자 ID(플랜 가입자 ID 카드에서 확인 가능)                                                  생년월일

@

이름  성 및   중간 이름

번지수 거리명 아파트 / 호수

시 주   우편번호

신규 주소일 경우 상자에 체크 표시
주간 전화     이메일 *(선택사항)

휴대전화 *(선택사항)

2단계 - 제품 선택

이 일반의약품 혜택 이용 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우편환은 받지 않습니다.

품목 번호 제품 수량 단가 총액

1

2

3

.$ .$

.$ .$

.$ .$

.

.

소계(반대면)  $

총 주문액  $
작성된 양식을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OTC Servicing Center, PO Box 526266Miami, FL 33152-9819 

제품 추가 주문 시 반대쪽을 참조하십시오. 작성하신 주문서를 제공된 우송료 선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주문서를 이용하여 주문하시면 총 주문액은 당사에서 주문서를 수령하는 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9일에 
주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당사에서 7월 1일에 주문서를 접수한 경우, 총 주문액은 6월 혜택이 아닌 7월 
혜택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 번호를 당사에 제공함로써, 
당사에서 이메일 / 문자를 통해 귀하에게 정보문을 발송하는  
데 동의하시게 됩니다. 이동통신사의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Y0057_SCAN_20261_2023_C IA ko 
09022022

http://otc.scanhealthplan.com


2단계 - 제품 선택(계속)

이 일반의약품 혜택 이용 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우편환은 받지 않습니다.

품목 번호 제품 수량 단가 총액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배송 시 새 주문서가 제공되며 추가 서식은otc.scanhealthplan.com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주문서를 제공된 우송료 선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주문서를 이용하여 주문하시면 총 주문액은 당사에서 주문서를 수령하는 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9일에 
주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당사에서 7월 1일에 주문서를 접수한 경우, 총 주문액은 6월 혜택이 아닌 7월 
혜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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