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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대체요법

혼합/기타 대수압
아로마 테라피

혼합/기타 아로마테라피
자기 치료

혼합/기타 자기 치료
혼합/기타 대체 요법

수식

베이비 케어

영양

전해질
이유식

혼합/ 기타 베이비 포뮬러, 영양사, 일렉트로테및식품
베이비 오일

베이비 로션 크림

베이비 테라피 스킨 케어 (기저귀 발진 포함)
베이비 파우더

혼합/기타 아기 건강, 아름다움과 웰빙
아기 의약품

베이비 목욕 헤어 케어

아기 구강 및 이가 나는 통증
의류 및 신발

아기 수건 과 수건
아기 침구

혼합/기타 아기 레이엣
젖꼭지

유축기 및 수유 액세서리 (수유 패드 및 크림 포함)
병 및 액세서리

혼합/기타(기구, 컵, 턱받이 등 포함)
젖꼭지 및 액세서리
이니어스
기저귀

물티슈 및 플러시블

트레이닝 팬츠 스윔머

하룻밤 바지 청소년 요실금

혼합/기타 일회용 기저귀 및 물티슈
면봉

혼합/기타 아기 그루밍
베이비 룸 입욕
아기 안전 장치

아기 이동성 및 기어 (유모차, 캐리어, 카시트 및 액세서리
재사용 가능한 기저귀 및 변기 교육 (가방, 핀 및 통)
혼합/기타 베이비 홈 및 이동성
아기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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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및 플레이 스테이션
워커, 점퍼 및 스윙

혼합/기타 아기 장난감 및 활동

립 모이스처라이저

감기 및 알레르기

혼합/기타 립 케어

어린이 기침, 감기, 독감 및 부비동
어린이 목구멍 및 기침 완화
어린이 알레르기
어린이 비강

혼합/기타 어린이감기 및 알레르기

운동 압축 양말

압박 지지

운동 압축 슬리브
운동 압축 의류

혼합/기타 운동 압축

액세서리 및 구현

남성 솔리드 젤

화장품

데오도란트

남성 스프레이
맨즈 롤온

혼합/기타 남성 데오도란트
여성 솔리드 젤
여성 스프레이
여성 용 롤온

혼합/기타 여성 데오도란트
유니섹스 솔리드 젤
남녀 공용 스프레이
유니섹스 롤온

혼합/기타 유니섹스 데오도란트

혈당 검사 장치

당뇨 관리

테스트 스트립
랜싱 장치
랜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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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솔루션

혼합/기타 혈액 포도당 검사
포도당 정제, 젤 등
당뇨병 영양 바
당뇨병 사탕

당뇨병 영양 액체

혼합/기타 당뇨병 영양

혼합/기타 당뇨병 건강 및 웰빙
당뇨병 양말 신발
주사기

자동 인젝터, 펜, 키트 및 바늘
인슐린 펌프

혼합/기타 인슐린, 주사기 및 전달 시스템
장치 및 송신기
센서

연속 포도당 모니터링 액세서리

혼합/기타 연속 포도당 모니터링

혼합/기타 소화 보조 기구

소화 건강

어린이 복리후리

어린이 대변 연화제, 섬유 완하제, 관장, 완하제 좌약
어린이 항 설사

어린이 용 가스 방지

혼합/기타 어린이 소화 건강

어린이 프리바이오틱스 및 프로바이오틱스

안경 및 렌즈 액세서리

눈 및 귀 케어

혼합/기타 안경 및 렌즈 액세서리
귀 마개 및 보호
선글라스

선글라스 액세서리

혼합/기타 선글라스 및 액세서리

응급 피임약

가족 계획

혼합/기타 경구 피임약
남성 콘돔

여성 콘돔 및 살정제

혼합/기타 콘돔 및 장벽 피임약
임신 테스트

배란/불임 검사 및 지원

혼합/기타 임신 및 배란/불임 검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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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패드

여성 케어

탐폰

팬티라이너

혼합/기타 여성 보호

혼합/기타 여성 항진균
데오도란트 및 분말

물티슈 및 외부 세세스
여성용 안티 가려움

여성용 모이스처라이저

혼합/기타 여성 개인 관리
세척

마스크 (호흡기, 장벽 등)

응급 처치

어린이 응급 처치 드레싱
어린이 응급 처치

혼합/기타 어린이 응급 처치

힐 아치

발 관리

인솔

혼합/기타 신발 깔창 및 삽입

혼합/기타 발 쿠션 및 트리트먼트
냄새 및 습윤 파우더

냄새 및 습윤 스프레이

혼합/기타 냄새 및 습윤 트리트먼트
구현

발 모이스처라이저, 각질 제거제 및 클렌저
혼합/기타 발 그루밍 및 통증 완화

뷰티 헤어 트리트먼트

모발 관리

뷰티 샴푸

뷰티 컨디셔너
남성 샴푸

남성 컨디셔너

혼합/기타 뷰티 샴푸, 컨디셔너 및 헤어 트리트먼트
치료 모발 및 두피 트리트먼트
치료 샴푸

치료 컨디셔너

혼합/기타 치료 샴푸, 컨디셔너, 모발 및 두피 트리트먼트
무스 젤

헤어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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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마드 왁스

혼합/기타 스타일링 에이즈
남성 스타일링 에이즈
영구 머리 색상

반영구적/임시 모발 색상
혼합/기타 헤어 컬러

모발 성장 트리트먼트

모발 성장 샴푸 및 컨디셔너
혼합/기타 모발 성장

어린이 샴푸 및 콤비네이션 제품
어린이 컨디셔너

어린이 스타일링 에이즈

혼합/기타 어린이 헤어 케어

운동 지원 및 컵

건강 지원

운동 테이프/랩

번갈아 압력 패드/매트리스, 펌프 및 액세서리

가정 의료

매트리스 베개 패드/커버

등받이, 좌석 및 자세 에이즈
매트리스

웨지 베개

발 뒤꿈치, 팔꿈치, 발 및 귀 보호기

혼합/기타 압력 완화, 포지셔닝 및 지원
가방, 튜브, 세트 및 급식 액세서리
V 장비, 스탠드 및 액세서리
의료 영양

혼합/기타 의학 영양 및 IV 치료
펌프 및 액세서리
IV 솔루션

IV 카테터, 주사기, 바늘 및 용품
수동 및 전기 침대

컴모드 및 컴모드 부품
우리날스 베드팬스

환자 리프팅 및 이동 보조제 (리프트 의자, 사다리꼴 바 등 포함)
혼합/기타 환자 실 용품
병원 침대 액세서리

침구 (방수 및 일반), 구속, 가운 등
정형 외과 신발
조인트 워머

혼합/기타 정형 외과 에이즈

캐스트 부츠 / 액세서리 및 포스트 오프 신발
견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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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및 리무버

접관개 제품착제 및 리무버
데오도란트 및 냄새 제거기
배수 제품

카라야 제품, 웨이퍼 및 배리어 링
오토미 스킨 케어

혼합/기타 오토미 제품(파우치 제외)
닫힌 끝 파우치
미니 파우치

배수 가능한 파우치 원피스

배수 가능한 파우치 투 피스
소아 파우치

요로스토미 파우치 원피스

배수 가능한 파우치 투 피스
혼합/기타 오토미 파우치

유방 절제술 브래지어 의류

혼합/기타 유방 절제술 제품
유방 절제술 보철

수압 요법 (월풀, 발 목욕 등)

스팀 팩, 하이드로콜레이터 및 콜드 테라피 시스템
연속 패시브 모션 머신

인지 치료 (활동, 게임, 책 등)
광 요법 (적외선, S.A.D. 등)

마사지 및 트리트먼트 테이블
혼합/기타 물리 및 인지 치료
공기 청정기 및 필터

인시레이터 및 흡입 기계
무호흡모니터

IPPB, CPAP 및 BiPAP 기계 및 액세서리
분무기

가정용 및 휴대용 산소 공급
혼합 / 기타 호흡기 요법
기관 절개 용품

DO NOT USE Professional-Use/Non-Retail Shelf TENS Units
DO NOT USE Professional-Use/Non-Retail Shelf Electrotherapy Supplies
EMS / NMS 장치
초음파 장치

혼합 / 기타 전기 요법
전문 병원 보호 복
악기 및 클리너

랩웨어 및 액세서리
봉합사 및 액세서리

혼합 / 기타 의료 / 수술
검사실 용품

손 세정제 및 소독제

관개 트레이, 소모품 및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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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관리 트레이

수집 가방, 배수 가방 및 다리 가방
튜브 및 커넥터
진공 장치

카테터 윤활유

혼합 / 기타 비뇨기과 제품
외부 카테터

폴리 카테터-라텍스

폴리 카테터-빨간색 고무
폴리 카테터-실리콘
폴리 카테터-실리콘
셀프 카테터

혼합 / 기타 카테터
지팡이
협장

팔뚝 목발

쿼드 지팡이

워커 및 보행 보조기

보행 보조기 액세서리

혼합 / 기타 보행 보조기

휠체어 경사로 및 리프트

혼합 / 기타 휠체어 액세서리
휠체어 쿠션 / 좌석

휠체어 벨트 및 스트랩
휠체어 발 받침

휠체어 다리 받침
헤미 휠체어

경량 및 중량 휠체어
좁은 휠체어

안락 의자 휠체어
표준 휠체어
수송 휠체어

엑스트라 와이드 휠체어
어린이 휠체어

혼합 / 기타 휠체어

동종 요법 단일 요법

동종요법 키트 및 단일 투여

동종 요법 키트

혼합 / 기타 동종 요법 키트 및 단일 요법

살충제, 쥐약 및 살충제

가정용품

방향제 스프레이 및 기타 형태
소독제 만

공기 향 스프레이 / 고체 / 젤

INCOMM HEALTHCARE | 멀티 월렛 웰니스 카탈로그

8

직물 및 카펫 청정제

향초 (기프트웨어 제외)

플라스틱 / 호일 랩, 가방 및 일회용 보관 용기
얼굴 조직
목욕 조직
종이 타월

미리 적신 수건

일회용 냅킨, 접시 및 컵

기타 플라스틱, 호일 및 종이
쓰레기 봉투

빗자루, 대걸레 및 액세서리

스폰지, 스크러버, 브러쉬 및 먼지 떨이
가정용 장갑

혼합 / 기타 청소 도구 및 액세서리
연마제

욕실 청소기

다목적 세척제 / 소독제
오븐 클리너

드레인 클리너

바닥, 가구 왁스 / 광택제 및 러그 클리너
창문 클리너

기타 클리너 및 왁스
주방용 분말 / 액체

세탁-세탁기 제품 (사전 처리 포함)
세탁-건조기 제품
세탁 후 제품

릴 랙서, 컬 키트 및 파마

다문화 뷰티 케어

샴푸 및 컨디셔너

광채, 활성화 제 및 보습제

포마드, 헤어 드레싱 및 스타일링 보조제
머리 색깔

혼합 / 기타 다문화 모발 관리
크림, 로션, 비누
면도 요구

혼합 / 기타 다문화 스킨 케어

미백 스트립 및 트리트먼트

구강 관리

구강 청결제

혼합 / 기타 구강 청결제

호흡 청정제 (스트립 포함)
혼합 / 기타 호흡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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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적 호흡 치료
어린이 치약

어린 이용 칫솔

어린이 구강 청결제 및 구강 린스
혼합 / 기타 아동 구강 관리

혼합 / 기타 수면 보조제 및 자극제

통증 완화

어린 이용 아세트 아미노펜
어린이 이부프로펜

혼합 / 기타 아동의 통증 및 발열 완화

클렌저 및 워시

환자 피부 관리

물티슈 및 수건

혼합 / 기타 환자 클렌징 및 목욕

근력 / 운동 범위 (밴드, 손 운동기 등)

체력 단련 및 운동 장비

볼 / 안정 장치 (볼, 보드 등)
폼 롤러 / 마사지 장치
가중치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 스텝, 점프 로프)
저울 (체지방 분석기 포함)

혼합 / 기타 신체 건강 (요가 / 운동 매트 포함)
트레드밀

스테퍼 및 타원형
고정식 자전거

혼합 / 기타 운동 장비

약국의 전문 OTC

방충제

약국 전문 OTC

계절 상품

건강 및 미용 관리 달러 항목
식료품 달러 항목

일반 상품 달러 항목

혼합 / 기타 달러 항목

남성용 면도기 리필

면도 및 그루밍

남성용 재사용 시스템 면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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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일회용 면도기

혼합 / 기타 남성용 면도기 및 리필
남성용 면도 및 제모

남성용 애프터 셰 이브 및 스킨 케어

혼합 / 기타 남성용 면도, 제모 및 피부 관리
남성용 헤어 준비
남성 헤어 컬러

남성용 수동 그루밍 도구

혼합 / 기타 남성용 헤어 케어

여성용 제모 및 피부 트리트먼트
여성용 바디 및 페이셜 왁스
여성의 몸과 얼굴 표백

여성용 면도 및 애프터 셰이빙

혼합 / 기타 여성용 면도, 제모 및 탈색
여성용 면도기 리필

여성용 재사용 시스템 면도기
여성용 일회용 면도기

혼합 / 기타 여성용 면도기 및 리필

약용 및 특수 비누

피부 관리

혼합 / 기타 약용 및 특수 비누
페이셜 클렌저 및 스크럽

혼합 / 기타 페이셜 클렌저
수렴제 및 토너

모공 스트립 및 마스크
페이셜 스폰지

메이크업 리무버

핸드 & 바디 클렌징 바 (비누)
핸드 클렌징 리퀴드

바디 클렌징 리퀴드 (바디 워시 및 젤)
인스턴트 손 소독제

혼합 / 기타 핸드 & 바디 클렌징 (타 월렛, 포밍 등)
화장품 퍼프 및 패드

혼합 / 기타 화장품 퍼프 및 패드

치료 용 손 및 바디 모이스처 라이저
치료 손 및 바디 트리트먼트
스킨 참신 및 선물 세트

혼합 / 기타 핸드 & 바디 트리트먼트 (퍼밍, 재 포장 등 포함)
뷰티 핸드 & 바디 모이스처 라이저

목욕 첨가제 (거품 목욕, 목욕 거품, 목욕 비즈 및 목욕 소금)
목욕 후 오일, 파우더, 스플래시 및 미스트

목욕 스폰지, 수세미, 목욕 베개 및 액세서리
혼합 / 기타 목욕 제품
목욕 선물 세트

각질 제거 바디 스크럽 (소금, 설탕 등)
치료 목욕 및 목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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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저
눈 치료

치료 페이셜 트리트먼트
립 트리트먼트

혼합 / 기타 페이셜 (퍼밍, 재 포장, 페이딩 등 포함)

선탠

선 케어

혼합 / 기타 선탠

어린 이용 자외선 차단
썬 케어 립 보호
일광 후

혼합 / 기타 액세서리

시험 / 여행 크기

태아기 비타민

샘플 및 여행용 사이즈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에키 네시아
마늘

은행 나무
인삼

세인트 존스 워트

혼합 / 기타 허브 및 식물

결장 정화 및 해독 (비체 중 감소)
혼합 / 기타 특수 보충제

어린 이용 비타민 및 미네랄
어린이 허브

혼합 / 기타 어린 이용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액체

습식 및 건식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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