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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M HEALTHCARE

배터리
보청기 배터리
감기 및 알레르기
기침, 감기, 독감 및 사이너스 리퀴드
기침, 감기, 독감 및 사이너스 정제 알약과 캡슐
혼합/기타 기침, 감기, 독감 및 사이너스
감기 및 독감 예방제/증상 완화제
인후통 완화
목/기침 캔디
혼합/기타 기침 완화, 목 캔디
알러지 리퀴드
알러지 정제알약과 캡슐
혼합/기타 알러지
알러지 비강 스프레이, 캔디 및 흡입기
코막힘 스프레이, 목캔디 및 흡입기
비강 보습제와 세척제
비강 스트립, 확장기 및 코골이 완화
혼합/기타 비강 약품
입술 치료제
천식 예방
기화기 용품 ( 무액 기화기)
기화기, 가습기 및 액세서리
혼합/기타 호흡기 치료제

압박 지지

혼합/기타 저압축 압박대 (8-15mmHg)
남성용 및 남녀 공용 무릎 높이 8-15 mmHg 저압축 압박대
남성용 및 남녀 공용 허벅지 높이 8-15 mmHg 저압축대
여성용 무릎 높이 8-15 mmHg 저압축 압박대
여성용 허벅지 높이 8-15 mmHg 저압축 압박대
허리 높이 저압축 압박대와 팬티 스타킹 (8-15 mmHg)
혼합/기타 보통에서 고압축 압박대
남성용 및 남녀 공용 무릎 높이 보통에서 고압축 압박대
남성용 및 남녀 공용 허벅지 높이 보통에서 고압축 압박대
여성용 무릎 높이 보통에서 고압축 압박대
여성용 허벅지 높이 보통에서 고압축 압박대
보통에서 고압축대 - 허리 높이와 팬티 스타킹
보통에서 고압축대 - 소매, 의류와 림프종 치료
당뇨 관리
주사 바늘 처리 용기와 용품
혼합/기타 당뇨 관리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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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면봉 및 물티슈
당뇨 신경 병증 및 피부 관리
당뇨 기침, 감기 및 알러지
당뇨 보충제
소변 검사 스트립
소변 검사 탭
혼합/기타 소변 검사
소화 건강
산 제어 리퀴드
산 제어 정제 알약 및 캡슐
다증상 제품
산 조절제
매스꺼움과 멀미
혼합/기타 위장 및 메스꺼움 치료제
섬유질 제품
관장, 완하 좌약, 키트 등
비액상 완하제(비섬유질) 및 복합 대변 유연제 제품
완하제 및 복합 대변 유연제 제품
대변 유연제
혼합/기타 완하제
설사 방지 정제약 및 캡슐
설사 방지 리퀴드
설사 관련 구강 재수화 요법
혼합/기타 설사 방지
락토스 비흡수
소화기 건강 프리바이오틱과 프로 바이오틱
가스 방지
혼합/기타 가스 방지
치질 치료
치질 물티슈와 세척제
혼합/기타 치질 예방
눈 및 귀 케어
소프트 렌즈 다목적 솔루션
소프트 렌즈 식염수 솔루션
소프트 렌즈 클리너
소프트 렌즈 재습윤 드랍
가스 투과성 및 하드 렌즈 관리
혼합/기타 콘택 렌즈 관리
눈 완화 제품
안구 건조증 완화
눈 세척
혼합/기타 눈 예방 (수면 마스크 포함)
돋보기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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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혼합/기타 독서용 돋보기 및 확대경
귀 드랍과 주사기
혼합/기타 귀 관리
이명제
보청기
여성 케어
여성용 항진균제
응급 처치
일반 밴드 및 리퀴드 밴드
알긴산 및 콜라겐 드레싱
거즈, 비점착 및 흡수성 드레싱
하이드로콜로이드 및 하이드로젤 드레싱
폼 드레싱
혼합/기타 상처 및 수술용 드레싱
투명성 드레싱
국소 항생제 및 항균제
상처, 화상 및 피부 치료 (앱솜 솔트 포함)
혼합/기타 상처 치료 및 피부 완화 (위치 하젤 포함)
흉터 치료
피부 보호제 (페트로리움 젤리 포함)
머리 이 치료 및 액세서리
혼합/기타 기생충 치료
요충 및 백선 치료
응급 처치 키트
혼합/기타 응급 처치 키트 및 용품
손가락 받침대와 부목
일반 가려움증 치료
조크 가려움증 치료
만성 가려움증 치료
포이즌 아이비, 오크 및 옻나무 가려움증 치료
혼합/기타 가려움증 치료
응급 처치 테이프와 붕대
소독용 알코올
과산화수소
식염수 및 스프레이
포비돈 요오드 용액 소독제
혼합/기타 상처 세척제 및 클렌저
보호 장갑
발 관리
티눈, 굳은살 및 건막류 패드
티눈 및 굳은살 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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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파우더
항균 크림 및 리퀴드
항균 스프레이
발톱균 치료제
혼합/기타 항균 치료제
사마귀 제거 패드 및 리퀴드
혼합/기타 사마귀 제거제
발 통증 완화
건강 지원
탄력성 붕대
보호 가드
혼합/기타 탄력성 붕대 및 운동 치료
발목 및 발
손 및 손목
팔꿈치 및 팔
무릎
허벅지, 종아리 및 정강이
관절 온열기 및 관절염
혼합/기타 교정기
냉/온 요법
전열 가열 패드
혼합/기타 냉/온 요법
복부 지지대
갈비뼈 벨트
혼합/기타 복부 지지대 및 갈비뼈 벨트
탈장 보호 및 현수대
천골 및 등 교정기
팔걸이 및 자궁 경부 칼라
어깨 및 쇄골 교정기
혼합/기타 정형 외과 및 수술 보호
가정 진단 및 환자 일상생활 지원
청진기 및 액세서리
체온기, 발열 스트립 및 액세서리
혈압 키트 및 액세서리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혼합/기타 가정 진단/검사
콜레스트롤 측정기 및 검사 키트
맥박 산소 측정기 및 심박수 모니터
목욕 및 구강 위생 보조제
혼합/기타 일상 의료 용품
야간 조명
안전 이동: 계단 바퀴, 계단 트레드, 임시 이동 경사로
음식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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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및 드레싱 보조
의료 경보 ID 및 장치
약품 투여기, 알약 케이스, 정리함 및 알림기
픽커, 그리퍼 및 리프트
읽기, 쓰기 및 전화 지원
가정 의료
욕조 안전 및 액세서리
욕조 및 화장실 레일 및 프레임
높은 변기 및 액세서리
그랩바 및 손잡이
좌욕 및 비대
샤워 손잡이
혼합/기타 화장실 안전
특수 발목 및 발 교정기/지지대/부목
특수 팔꿈치 및 팔 교정기/지지대/부목
특수 무릎 경첩 교정기/지지대/부목
특수 무릎 경첩 교정기/지지대/부목
특수 팔목 및 손 교정기/지지대/부목
특수 어깨 및 쇄골 교정기/지지대/부목
특수 허벅지 및 종아리 교정기/지지대/부목
혼합/기타 특수 정형 교정기/지지대/부목
시각 장애인 지팡이
실금
일회용 속옷
일회용 브리프 및 속옷
일회용 패드
일회용 패드, 쉴드, 가드 및 드립 콜렉터
혼합/기타 일회용 요실금 용품
재사용 가능 의류
재사용 가능 패드
혼합/기타 재사용 요실금 용품
회음부- 클렌져 및 세척
회음부- 물티슈 및 수건
회음부- 보습제, 배리어 및 보호제
회음부- 항균제
탈취제
혼합/기타 요실금 개인 관리
구강 관리
일반 치약 및 치약 파우더
잇몸 강화 치약 및 치료
미백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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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타 치약 및 치료
일반 칫솔
바테리 칫솔 및 리필
충전식 칫솔 및 리필
혼합/기타 칫솔 및 액서세리
틀니 접착제
틀니 클렌져 및 액서세리
틀니 리페어 및 통증 완화
혼합/기타 틀니 관리
치실 및 다른 치실 기구
치간
잇몸 관리
치과 잇몸
혼합/기타 치간, 치실 및 잇몸 관리
구강 통증 완화 및 구강 궤양
마른 입
임시 치과 리페어

혼합/기타 구강 치료 (불소 치료 포함)
통증 완화
성인 아세트아미노펜
여성 통증 완화
성인 아스피린 및 조합
성인 아이부로펜 및 다른 항염증제
혼합/기타 내부 통증 완화
성인 야간 통증 완화
성인 전문 통증 완화
외부 근육/관절 통증 완화 패치 및 패드
외부 근육/관절 통증 완화 크림, 연고 및 젤
외부 근육/관절 통증 완화 로션, 리퀴드, 롤 및 스프레이
TENS 장치 및 교체용 패드
혼합/기타 외부 통증 완화
수면 보조제 및 진정제
자극제
환자 피부 관리
보습제, 배리어 및 보호제
항균제
혼합/기타 의료 피부 보호
체력 단련 및 운동 장비
만보계 및 피트니스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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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관리
여드름 크림, 젤, 로션 및 패치
여드름 비누 및 클렌져
여드름 애스트리젠트 및 토너
혼합/기타 얼굴 및 바디 여드름 치료제
흡연 억제제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및 로젠지스
혼합/기타 흡연 억제제
선 케어
자외선 차단 (< SPF 50)
자외선 차단 (SPF 50 이상)
혼합/기타 자외선 차단
스포츠 자외선 차단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종합 비타민
눈 건강 비타민
혼합/기타 종합 비타민
비타민 B 및 B류 복합체
비타민 C
비타민 E
혼합/기타 단일 개체 비타민
비타민 D
관절 건강 (글루코사민 포함)

폐경기 지원 (대두)
효소, 아미노산 및 호르몬
CoQ10 전용 (UBIQUINOL유비퀴놀)
심장 건강 및 필수 지방산 (피쉬오일, 아마, GLA등)
일반 건강 프리바이오틱 및 프로바이오틱
칼슘제
철분제
혼합/기타 미네랄 보충제
종합 미네랄
체중 관리 및 영양 식품
체중계
체중 관리 정제알약 및 켑슐
이뇨제
체중 감소 클렌징 및 해독
혼합/기타 이뇨제 및 체중 감소 클렌징 및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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