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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용한 혜택 정보
개인 맞춤 관리에 필요한 품목을 OTC 혜택 수당을 이용해서 주문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혜택 수당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체 수당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OTC 혜택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사용:
본 혜택은 귀하만을 위한 것이며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 가능성:
품목, 용량, 크기, 가격은 재고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체:
주문한 품목이 품절된 경우, 동급이나 더 비싼 가격의 유사한 상품이 
배송됩니다.

배송: 
배송에는 이틀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반품:
이런 제품은 개인적 특성상, NationsOTC로 반품하려는 제품을 
보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탈퇴: 
건강 플랜에서 탈퇴하면, 귀하의 OTC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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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제품 주문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섯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웹사이트
MyBenefits 포털을 통해  
주문하시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ND.NationsBenefits.com

앱

MyBenefits 앱을 통해 
주문하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MyBenefits”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시려면, MyBenefits 포털이나 MyBenefits 앱에 등록하면서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계정이 생성되면, 앱을 사용하실 때마다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 계정을 이미 
만드신 경우라면, 로그인한 다음 주문할 품목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문하시려면, 
"Checkout" (체크아웃)을 클릭하세요. 

전화
전화로 주문하시려면, (877) 280-6207 (TTY: 711)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경험 어드바이저를 연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우편으로 주문하시려면, 작성하신 주문서를 우편 요금이 지불된 봉투에 넣어 다음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NationsOTC 
1801 NW 66th Avenue, Suite 100 
Plantation, FL 33313

주의할 사항: 주문 총액이 현재의 혜택 수당 사용 기간에 적용되도록 주문서를 해당 월의 20
일 전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혜택 수당 사용 기간이 곧 만료될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소매점
참여 소매점의 매장 내 쇼핑 참여 소매점을 찾으시려면, BND.NationsBenefits.com
을 방문하세요.* 

http://BND.NationsBenefits.com
http://BND.NationsBenef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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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카테고리
귀하께 보장되는 2023년 OTC 제품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MyBenefits 포털을 
이용하기 위해 BND.NationsBenefits.co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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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화장실 안전 및 낙상 방지
5647 목욕 매트, 미끄럼 방지 1개 $14.00
5853 샤워 매트, 미끄럼 방지 1개 $14.00
5806 슬리퍼 양말, 단일 사이즈 1개 $5.50

감기,	독감,	알레르기
5252 Abreva® 크림, 10%, 2 gm. 1개 $19.00
5084 아세트아미노펜 코막힘 정, 325 mg, 5 mg. 24개 $4.50
5335 Afrin® 비강 스프레이, 0.05%, 0.5 oz. 1개 $13.00
5790 Airborne® 츄어블‡ 32개 $10.00
5606 Blistex® 연고, 0.15 oz. 1개 $4.00
5344 Carmex® 1개 $2.50
5133 Cepacol® 인후염 캔디 16개 $5.00
5052 세티리진 알레르기 정, 10 mg. 30개 $8.00
5334 Claritin® 정, 10mg. 10개 $18.00
5338 고혈압용 기침 및 감기 16개 $5.00
5220 기침 캔디(체리) 30개 $3.00
5202 기침 캔디, Halls® 30개 $4.50
5545 기침 캔디(허니 레몬) 30개 $2.00
5126 기침 캔디(멘톨) 30개 $3.00
5405 기침 캔디(무설탕) 25개 $2.00
5399 데이앤나이트 콜드앤플루 캐플릿 20개 $6.00
5451 디펜히드라민 알레르기 정, 25 mg. 24개 $3.00
5855 펙소페나딘 알레르기 정, 180 mg. 30개 $11.00

5856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알레르기 비강 스프레이,  
24시간, 144회 스프레이, 50 mcg. 1개 $21.00

5857 로라타딘 알레르기 정, 10 mg. 100개 $12.00
5559 약용 립밤, 0.15 oz. 1개 $2.00
5465 Mucinex® DM 정, 600 mg., 30 mg. 20개 $17.00
5858 점액 완화 DM 기침/가래약, 서방정, 1,200 mg, 60 mg. 14개 $10.00
5040 나이트 콜드앤플루 물약, 650 mg, 30 mg, 12.5 mg., 8 oz. 1개 $6.00
5233 NyQuil® 물약, 65 0mg., 30 mg., 12.5 mg., 8 oz. 1개 $12.00
5005 Robitussin® DM 시럽, 200m g., 20 mg., 4 oz. 1개 $11.00
5072 식염수 비강 스프레이, 0.65%, 1.5 oz. 1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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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감기,	독감,	알레르기
5693 인후염 캔디(체리) 18개 $4.00
5023 Tussin DM 무설탕 시럽, 100 mg, 10 mg, 4 oz. 1개 $4.00
5511 바르는 감기 연고, 3.5 oz. 1개 $4.00
5426 Zyrtec®, 10 mg. 14개 $22.00

치아 및 의치 관리
5700 Biotene® 건조한 입 구강 세척제, 16 oz. 1개 $13.00
5330 치실(민트 왁스) 1개 $2.00
5130 치실, Reach®, 민트 왁스 1개 $4.00
5168 여행용 치과 키트 1개 $3.00
5260 의치 부착크림, 2.4 oz. 1개 $3.00
5626 의치용 칫솔 1개 $1.50
5546 의치용 세척 정 40개 $4.00
5808 Efferdent® 플러스 민트 정 44개 $9.00
5204 Efferdent® 정 20개 $3.00
5379 Fixodent® 크림, 2.4 oz. 1개 $7.00
5200 치간칫솔 90개 $3.50
5195 경구 통증 완화 젤, 20%, 0.33 oz. 1개 $3.00
5809 Polident® 오버나이트 84개 $12.00
5810 혀 클리너 1개 $6.00
5510 칫솔(성인용) 1개 $1.50
6051 칫솔(배터리식) 1개 $17.00
5101 칫솔, Colgate®(성인용 중간 모) 1개 $3.00
5505 칫솔, Colgate®(성인용 부드러운 모) 1개 $3.00
5160 칫솔(충전식) 1개 $35.00
5161 칫솔(충전식 교체용 헤드) 2개 $17.00
5702 칫솔(부드러운 모 2팩) 1개 $5.50
5241 치약 짜개 1개 $3.00
5047 치약, Colgate®, 4 oz. 1개 $4.00
5811 치약, Crest® 저자극성, 4.1 oz. 1개 $9.00
5102 치약(불소 함유), 6.4 oz. 1개 $3.00
5859 치약, Pepsodent®, 5.5 oz. 1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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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치아 및 의치 관리
5421 치약(민감성 치아), 4.3 oz. 1개 $4.00
5294 치약, Ultrabrite®, 6 oz. 1개 $4.00

당뇨병 관리
5295 알코올 솜* 100개 $3.50
5812 당뇨병성 피부 완화 풋크림, 4 oz. 1개 $12.00
5225 당뇨 양말(검정색, 미디엄, 3팩) 1개 $7.00
5223 당뇨 양말(검정색, 라지, 3팩) 1개 $7.00
5860 당뇨 양말(검정색, 엑스-라지, 3팩) 1개 $7.00
5222 당뇨 양말(흰색, 라지, 3팩) 1개 $7.00

소화기 건강
5214 Alka-Seltzer® 정 24개 $8.00
5304 제산제 츄어블, 500 mg. 150개 $4.00
5438 제산제 츄어블(엑스트라 스트렝스), 750 mg. 96개 $4.50
5420 대변 연화제 도큐세이트 나트륨 소프트젤, 100 mg. 100개 $5.00
5079 파모티딘 산 감소제, 10 mg.* 30개 $4.00
5280 가스 완화 츄어블 정, 80 mg. 100개 $6.00
5009 Gas-X® ES 츄어블, 125 mg. 18개 $10.00
5429 로페라미드 장운동억제 정, 2 mg.* 12개 $4.00
5863 오메프라졸 산 감소제(지연방출 정), 20 mg.* 42개 $23.00
5286 Pepto-Bismol®, 525 mg, 8 oz. 1개 $8.00
5289 Pepto-Bismol® 정제, 262 mg. 30개 $8.00
5696 폴리에틸렌 글리콜 파우더 완하제, 8.3 oz. 1개 $13.00
5212 세나 + 완하제 정, 50 mg, 8.6 mg. 60개 $3.00
5800 TUMS® 엑스트라 스트렝스, 750 mg. 96개 $7.50

눈 및 귀 관리
5004 인공눈물 점안액, 0.5 oz. 1개 $2.50
5487 Clear Eyes® 점안액, 0.2 oz. 1개 $4.00
5385 면봉 300개 $2.00
5189 귀지 제거용 점이액, 6.5%, 0.5 oz. 1개 $2.00
5704 귀지 제거 도구(고무 벌브 포함), 6.5% 1개 $7.00
5041 자극 완화 점안액, 0.5 oz. 1개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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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눈 및 귀 관리
5608 Q-Tips® 면봉 170개 $4.00
5048 충혈 완화 점안액, 0.5 oz. 1개 $2.00

응급 처치 및 의료용품
5404 응급 처치용 접착 테이프* 1개 $3.00
6005 소독용 물티슈 100개 $6.00
5798 바시트라신 연고, 1 oz. 1개 $3.00
5151 붕대(신축성 거즈)* 1개 $2.00
5173 밴드(다양한 크기)* 100개 $3.50
5128 Band-Aids®* 100개 $8.50
5203 Benadryl® 크림, 1 oz. 1개 $8.00
5547 화상 완화 스프레이, 4 oz. 1개 $6.00
5199 버터플라이 피부 봉합재 12개 $3.00
5192 코튼 볼 100개 $4.00
5078 디펜히드라민 가려움 방지 크림, 2%, 1.25 oz. 1개 $3.00
5193 일회용 장갑(니트릴, 미디엄) 100개 $16.00
5191 일회용 장갑(니트릴, 라지) 100개 $16.00
5930 일회용 장갑(니트릴, 엑스-라지) 100개 $16.00
5612 응급 처치 키트, 75가지 구성 1개 $7.50
5711 응급 처치 키트, 175가지 구성 1개 $14.00
5605 Flex Seal™ 스프레이 붕대, 1.35 oz.* 1개 $7.00
5400 히드로코르티손 크림, 1%, 1 oz. 1개 $3.00
5527 과산화수소, 3%, 4 oz. 1개 $2.00
5227 과산화수소, 3%, 8 oz. 1개 $4.00
5317 아이스 백 1개 $5.00
5045 액상형 밴드, 0.3 oz. 1개 $8.00
5059 Neosporin® 연고, 0.5 oz. 1개 $8.00
5250 Neosporin® 플러스, 0.5 oz. 1개 $9.00
5437 바셀린, 4 oz. 1개 $3.00
5817 시술용 얼굴 마스크(귀걸이 포함) 50개 $12.00
5541 소독용 알코올, 70%, 16 oz.* 1개 $3.00
5131 테이프(수술용 종이, 1인치 x 10야드).* 1개 $2.00
4039 트리플 항생제 + 통증 완화 연고, 1 oz. 1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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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응급 처치 및 의료용품
5869 트리플 항생제 연고, 1 oz. 1개 $4.50
5127 Vaseline® 젤리, 3.75 oz. 1개 $4.50

발 관리
5216 클로트리마졸 무좀 크림, 1%, 1.5 oz. 1개 $4.00

치질용 약제
5414 치질 연고, 2 oz. 1개 $5.00
5820 Preparation H® 약용 물티슈 48개 $11.00

가정용 진단 및 환자 지원
5813 피트니스 트랙커 1개 $55.00
5119 체중계, 디지털‡§ 1개 $36.00
5814 말하는 체중계, 디지털‡§ 1개 $50.00
5371 혈압 모니터(상완 자동)‡ 1개 $35.00
5573 말하는 혈압 모니터(상완)‡ 1개 $45.00
5370 혈압 모니터(손목)‡ 1개 $29.00
5872 말하는 혈압 모니터(손목)‡ 1개 $40.00
5821 조리용 저울(디지털)‡ 1개 $25.00
5500 긴 손잡이 목욕 스폰지 1개 $8.00
5639 야간 조명 1개 $4.00
5508 약 상자, 7일, 오전 및 오후 1개 $7.00
5096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 1개 $30.00
5098 다용도 만능 집게 1개 $16.50
5656 구둣주걱 1개 $2.00
5149 온도계, 60초 1개 $3.00
6048 온도계, 디지털, 귀용 1개 $28.00
5627 말하는 온도계, 귀 및 이마용 1개 $48.50

실금 용품
5525 A&D 연고, 4 oz. 1개 $3.00
5447 성인 수건 일회용* 48개 $5.50
5879 Attends® Discreet 여성용 모더릿 요실금 패드* 20개 $8.00
5880 Attends® Discreet 여성용 맥시멈 요실금 패드* 20개 $9.00
5881 Attends® Discreet 여성용 팬티라이너* 28개 $6.50
5716 Attends® Discreet 여성용 울트라씬 패드* 20개 $8.00

 



*‡§12페이지 참조 10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실금 용품
5825 목욕용 물티슈 8개 $7.00
5883 일회용 속옷형 기저귀(미디엄, 34인치~44인치)* 20개 $15.00
5882 일회용 속옷형 기저귀(라지, 44인치~58인치)* 18개 $15.00
5884 일회용 속옷형 기저귀(엑스-라지, 58인치~68인치)* 14개 $15.00
5529 변기 폐기용 물티슈* 24개 $5.50
5722 언더패드, 1회용, 30" x 30"* 10개 $10.00

통증 완화제

 

5430 아세트아미노펜 관절염, 650 mg. 100개 $9.00
5303 아세트아미노펜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500 mg. 100개 $4.50
5428 아세트아미노펜 PM 엑스트라 스트렝스 캐플릿, 500 mg, 25 mg. 50개 $3.00
6039 아세트아미노펜 PM 엑스트라 스트렝스 캐플릿, 500 mg, 25 mg. 100개 $7.00
5054 Advil® 리퀴드젤, 200 mg. 20개 $8.00
5053 Advil® 정제, 200 mg. 50개 $8.00
5375 After Bite® 벌레물림 완화제, 0.5 oz. 1개 $6.00
5256 Aleve® 캐플릿, 220 mg. 90개 $15.00
4040 Aspercreme® 리도카인 함유, 4%, 2.7 oz. 1개 $13.00
5073 아스피린 츄어블(저용량), 81 mg. 36개 $2.50
5090 아스피린(장용정, 저용량), 81 mg. 120개 $3.00
5034 Bayer® 장용정 아스피린(저용량) 81 mg. 32개 $4.50
4007 캡사이신 열 패치, 0.025% 2개 $2.00
5080 콜드 핫 통증 완화 약용 패치 5개 $6.00
4038 다이클로페낙 관절염 통증 완화 젤, 1%, 3.53 oz. 1개 $12.00
5011 Excedrin® 편두통 정, 250 mg., 250 mg., 65 mg. 24개 $8.00
5314 Fast Freeze® 통증 완화 스프레이, 4 oz. 1개 $9.00
5472 가열 패드, 12" x 15"* 1개 $22.00
5726 가열 패드, 엑스라지, 12" x 24"* 1개 $35.00
5725 가열 패드 랩, 어깨, 목, 등, 25" x 26"* 1개 $60.00
5887 온열 랩(목 및 어깨) 3개 $6.00
5093 이부프로펜 정, 200 mg. 50개 $1.50
5485 이부프로펜 정, 200 mg. 100개 $3.00
5342 Icy Hot® 통증 완화제 롤온형, 2.5 oz. 1개 $8.00
5341 Icy Hot® 패치, 5% 5개 $8.00



11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통증 완화제
5888 리도카인 패치, 4% 5개 $9.00
5457 머슬 럽 크림, 1.25 oz. 1개 $3.00
5383 Salonpas® 패치 6개 $8.00
5423 Tylenol®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500 mg. 100개 $17.00
5425 Tylenol® PM 엑스트라 스트렝스 정, 500 mg. 24개 $11.00

개인 케어
5390 비듬방지 샴푸, 11 oz. 1개 $5.00

재활,	치료,	운동
6073 페달 운동기 1개 $50.00

스킨 케어
5535 알로에 베라 크림, 6 oz. 1개 $3.50
5169 항균 물티슈 24개 $3.00
5091 건성용 피부 크림, 16 oz. 1개 $9.00
5924 손 세정제 젤, 8 oz. 1개 $4.50
5486 방충제, Cutter® Backwoods, 6 oz. 1개 $8.00
6036 알로에 함유 보습 바디 로션, 8 oz. 1개 $6.00
5665 자외선 차단제(SPF 30), 4 oz. 1개 $6.00

수면 보조 제품
5074 디펜히드라민 슬립 정 50개 $5.00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5359 비오틴 구미, 5,000 mcg.‡ 60개 $8.50
5300 칼슘, 600 mg.‡ 60개 $6.00
5355 칼슘 + 비타민 D3 구미, 500 mg., 25 mcg.‡ 60개 $12.00
5298 칼슘 + 비타민 D3 정, 600 mg.‡ 60개 $4.00
5001 Centrum® 실버 비타민‡ 125개 $21.00
5156 코엔자임 Q-10, 100 mg.‡ 30개 $11.00
5918 데일리 멀티비타민 구미‡ 120개 $12.00
5448 눈 영양제 정‡ 60개 $4.00
5299 황산제일철 철분 보충제, 325 mg.‡ 100개 $3.00
5140 피쉬오일 소프트젤, 1,000 mg.‡ 60개 $6.00
5271 아마씨유 소프트젤, 1,000 mg.‡ 100개 $8.00
6026 글루코사민(관절 건강 유지), 500 mg.‡ 60개 $9.00

* ‡§12페이지 참조



12

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5176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1,500 mg., 1,200 mg.‡ 60개 $12.00
5436 루테인, 20 mg.‡ 60개 $11.00
5742 마그네슘, 250 mg.‡ 110개 $4.00
5328 마그네슘, 500 mg.‡ 100개 $7.00
5273 멜라토닌, 3 mg.‡ 90개 $6.00
5358 멜라토닌 구미, 5 mg.‡ 120개 $12.00
5920 하루한알 남성용 멀티비타민‡ 100개 $6.00
5186 하루한알 여성용 멀티비타민‡ 100개 $6.00
5132 시니어 멀티비타민‡ 90개 $5.00
4005 시니어 남성용 멀티비타민‡ 100개 $9.00
4006 시니어 여성용 멀티비타민‡ 100개 $9.00
5746 비타민 B-12, 500 mcg.‡ 100개 $2.00
6060 비타민 B-12, 1,000 mcg.‡ 100개 $7.50
5922 비타민 B-12(설하), 5,000 mcg.‡ 30개 $6.50
5305 비타민 B 복합체‡ 100개 $4.00
5179 비타민 B 복합체 + 비타민 C‡ 100개 $7.00
5301 비타민 C, 500 mg.‡ 100개 $5.00
5748 비타민 C, 1,000 mg.‡ 100개 $9.00
5492 비타민 C 구미, 250 mg.‡ 60개 $9.00
5175 비타민 D3, 10 mcg.‡ 100개 $4.00
5183 비타민 D3, 25 mcg.‡ 100개 $3.00
5749 비타민 D3, 125 mcg.‡ 100개 $5.50
5356 비타민 D3 구미, 50 mcg.‡ 60개 $11.00
5269 비타민 E, 180 mg.‡ 110개 $8.00
5274 아연 정, 50 mg.‡ 100개 $6.00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항목은 파트 B 또는 파트 D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으로 인해 파트 B 또는 파트 D가 해당 
품목을 보장할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는 Medicare가 보장하기 때문에 파트 C 보완적 OTC 혜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중 목적 품목은 질환이나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제품입니다. 이러한 품목은 개인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 논의를 한 후에만 (또는 플랜이 명시하는 다른 요건을 만족할 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울은 울혈성 심부전 또는 간 질환을 가진 가입자가 체액 유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 수량, 크기, 가격은 재고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혜택에 
대한 전체 설명이 아닙니다. 품목은 제조업체 및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은 언제라도 통지 없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OTC 품목의 브랜드 이름은 각 회사의 상표입니다. 품목 비용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을 검토한 다음 건강이나 의학적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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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문서 양식

1단계 – 귀하의 개인 정보 기입

가입자 ID (가입자 ID 카드에서 확인) 생년월일 (MM/DD/YYY)

이름 성

거리 번지수 거리명 아파트 호수

시 주 우편번호

전화 이메일

2단계 – 선택하기

품목 번호 설명 가격 수량 합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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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문서 양식

2단계 – 선택하기

품목 번호 설명 가격 수량 합계

$  

$

$

$

$

총 주문 금액 $

참고: 총액이 귀하의 혜택 수당을 초과할 경우, 귀하의 주문이 처리되기 전에 결제액을 수령하기 위해 가입자 
경험 어드바이저가 귀하께 전화를 드립니다. 

3단계 – 작성한 주문서의 우편 발송

작성하신 주문서를 우편 요금이 지불된 봉투에 넣어 다음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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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이 있거나 주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NationsOTC에 (877) 280-6207 (TTY: 711). 연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가입자 경험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양식에 본인이 제공한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이 NationsOTC 또는 NationsOTC와의 계약 
당사자가 본인의 계정, 의료 혜택 플랜 또는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해 본인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사항: 주문 총액이 현재의 혜택 수당 사용 기간에 적용되도록 주문서를 해당 월의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더 신속하게 주문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 주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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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귀하께서는 향후 주문에 유용한 정보(예: 품목 번호, 제품 설명, 다음 번 통화 시 가입자 경험 
어드바이저에 문의할 문의 사항)를 기록하는 데 이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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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참여  
소매점을 

 방문하세요*

주문서를 작성하신 
다음 NationsOTC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877) 280-6207 

(TTY: 711)

BND.NationsBenefits.com을  
통해 온라인 주문을 경험하세요

MyBenefits 앱을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거나 주문 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경험 어드바이저를 연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 서비스는 필요할 경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및 Google Play 로고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2022 Apple Inc. 모든 권리 보유.

http://BND.NationsBenef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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