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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더 쉽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한 쇼핑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입자님,

이번 기회를 통해 귀하를 환영하며, 귀하의 건강 관리를 위해 Central Health Plan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가입자이신 귀하께서는 다양한 허브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는 NationsBenefits®를 통해 허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혜택 수당을 사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배송(이틀 소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려면, MyBenefits 
포털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려면, CentralHealthPlan.NationsBenefits.com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866) 876-8637(TTY: 711)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가입자 경험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ationsBenefits 팀 

www.CentralHealthPlan.NationsBenef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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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용한 혜택 정보
개인 맞춤 관리에 필요한 품목을 허브 혜택 수당을 이용해서 주문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혜택 수당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체 수당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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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sBenefits로 반품하려는 제품을 
보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탈퇴: 
건강 플랜에서 탈퇴하면, 귀하의 허브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3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3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4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허브 제품 주문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귀하께서는 네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웹사이트

MyBenefits 포털을 통해  
주문하시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 
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entralHealthPl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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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을 이미 만드신 경우라면, 로그인한 다음 주문할 품목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문하시려면, “Checkout(체크아웃)”을 클릭하세요. 

전화
전화로 주문하시려면, (866) 876-8637(TTY: 711)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 365
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가입자 경험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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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s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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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entralHealthPlan.NationsBenefits.com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제품 카테고리
귀하께 보장되는 2023년 허브 제품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MyBenefits 포털을 
이용하셔야 하므로 CentralHealthPlan.NationsBenefits.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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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참조 6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감기, 독감, 알레르기
4289 999 감기약(과립형), 90gm. 9개 $10.00
4290 Ding Lu 브랜드 Xinhuang Pian 36개 $19.00
4291 Fortune Coltalin-ND 졸리지 않은 감기약 정제 36개 $28.50
4292 Fortune Extra Fast Coltalin 감기 및 독감 36개 $28.50
4293 골든 목캔디 기침약(Jinsangzi Houpian) 12개 $5.25
4294 Great Wall 브랜드 Huang Lian Sheng Qing 96개 $25.75
4295 Great Wall 브랜드 Yin Chiao Chiehtupien 96개 $25.75
4296 Great Wall 브랜드 Yin Chiao 정제 120개 $20.25
4070 Mentholatum® 오리지널 연고 바르는 감기약, 1oz. 1개 $4.75
4119 Minyak Cap Kapak 오일, 1.89oz. 1개 $20.00
4297 Ryukakusan 목캔디 상쾌한 허브 드롭스, 민트, 88gm. 1개 $10.00
4298 Sanjin 수박 프로스트 스프레이, 구강 청결제, 3gm. 1개 $13.00
4299 Solstice 골든 목캔디 허브 보충제 (인삼 맛) 12개 $5.25
4300 Solstice 골든 목캔디 허브 보충제 (산사나무 맛) 12개 $5.25
4301 Solstice 골든 목캔디 허브 보충제 (인동덩굴 오리지널 맛) 12개 $5.25
4302 Solstice 골든 목캔디 허브 보충제 (Luo Han Guo 맛) 12개 $5.25
4303 Yang Cheng 브랜드 Gan Mao Ling 100개 $12.50
4304 Yulin Chuan Xin Lian(안드로그라피스) 100개 $11.00

소화기 건강
4305 999 San Jiu Wei Tai 과립형 식이 보충제, 120gm. 1개 $10.00
4306 Baiyunshan Fu Ke An Pian 24개 $7.00
4307 Fishing 브랜드 피싱 필 50개 $7.50
4308 Jiuzhitang Xiang Sha Yan Wei Wan 200개 $9.00
4309 Trt Huo Xiang Zheng Qi Pian 144개 $34.75
4310 Yanyu Kai Sai Lu 글리세린 액상 완하제, 20ml. 1개 $7.50

페미닌 케어
4311 Buchang Xiaoru Sanjie 캡슐 60개 $16.50
4312 Jiuzhitang Xiao Yao Wan 200개 $10.00

치질용 약제
4313 Ma Ying Long 치질 좌약 6개 $14.50
4314 Ma Ying Long 머스크 치질 연고, 10gm. 1개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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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통증 완화제
4315 Astrapharm Chilli Porous, 외용 약용 반창고 1개 $3.75
4316 Axe Universal 약용 오일, 56ml. 1개 $18.75
4317 Buzhang Fufang Shiwei Jiaonang 36개 $16.50
4318 Cheezheng 반창고 1개 $6.00
4319 Ching Wan Hung 수딩 허브 밤, 10gm. 1개 $8.50
4320 Chu Kiang 브랜드 엑스트라 스트렝스 Hua Tuo 통증 완화 패치 6개 $5.50
4321 E Mei Shan 약용 반창고 5개 $5.75
4013 Eagle 브랜드 약용 오일, 24ml. 1개 $12.00
4014 Eagle Brand 약용 오일, 라벤더, 24ml. 1개 $13.00
4322 FF Electric 약용 밤 외용 진통제, 70gm. 1개 $27.00
4112 Kwan Loong®, 1oz. 1개 $10.00
4323 Muhi Mopidicks 로션, 50ml. 1개 $25.00
4324 Posumon 약용 오일, 30ml. 1개 $26.75
4325 Sheng Chun 허브 통증 완화 패치 3개 $8.50
4015 Siang Pure 오일 오리지널 레드 포뮬러, 7ml. 1개 $13.00
4326 Solstice Tianhe Gutong Tiegao 통증 완화 패치 10개 $12.00
4019 Tiger Balm® 리니먼트, 2oz. 1개 $9.00
5318 Tiger Balm® 머슬 럽, 2oz. 1개 $5.00
4018 Tiger Balm® 연고(엑스트라 스트렝스), 0.63oz. 1개 $7.00
4020 Tiger Balm® 연고(울트라 스트렝스), 1.7oz. 1개 $12.00
4016 Tiger Balm® 패치(레귤러) 5개 $7.00
4017 Tiger Balm® 패치(라지) 4개 $8.00
4111 White Flower® 진통 향유, 10ml. 1개 $10.00
4327 Yunnan Baiyao 반창고 5개 $16.00
4120 Zheng Gu Shui Analgesic Liquid®, 2oz. 1개 $16.00

개인 케어
4113 카모마일 오일, 2oz. 1개 $10.00
4115 데오도런트(칼륨 명반) 1개 $9.00

스킨 케어
4328 Dakening 질산미코나졸 크림, 20gm. 1개 $16.50

4329 Shuangyan 브랜드 컴파운드 케토코나졸 크림 
(Pi Kang Wang Ruangao), 10gm.

 1개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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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스킨 케어
4330 Shuangyan 브랜드 Te Xiao Niu Pi Xuan Ruan Gao  (건선 연고), 10gm. 1개 $13.25
4331 Shuangyan Pikang 크림, 10gm. 1개 $8.50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4149 애플 사이다 식초 정제, 300 mg. 250개 $10.00
4022 아슈와간다 캡슐‡ 60개 $27.00
4332 Beijing Tong Ren Tang Liu Wei Di Huang Wan 허브 보충제 360개 $23.50
4333 Beijing Tong Ren Tang Shi Quan Da Bu Wan 360개 $20.00
4334 Beijing Tongrentang Zhi Bai Di Huang Wan 360개 $23.50
4335 Buchang Qianlie Shutong(전립선) 36개 $16.50
4336 Buchang Wenxin 과립(수크로스 무첨가) 9개 $13.25
4024 시나몬 캡슐, 1,000mg.‡ 100개 $6.00
5069 갈릭 오일, 500mg.‡ 100개 $10.00
4023 은행나무 캡슐, 60mg.‡ 50개 $5.00
4021 인삼 캡슐, 200mg.‡ 50개 $5.00
4117 고투 콜라 추출물, 2oz.‡ 1개 $20.00
4337 Great Wall 브랜드 Ching Fei Yi Huo Pien 96개 $25.75
4338 Indian God 로션 허브 향, 3ml. 1개 $25.25
4339 Jiuzhitang Bu Zhong Yi Qi Wan 200개 $10.00
4340 Jiuzhitang 골든 락 Gujing 200개 $9.50
4341 Jiuzhitang Gui Pi Wan 200개 $10.00
4342 Jiuzhitang Liu Wei Di Huang Wan 200개 $10.00
4343 Jiuzhitang Qiju Dihuang Wan 200개 $10.00
4344 Jiuzhitang Zhi Bai Di Huang Wan 200개 $10.00
4345 Li Zhong Sheng Tang Po Chai, 18.9gm. 1개 $11.50
4069 레드 라이스 이스트, 600mg.‡ 60개 $10.00
4346 Ricqles 페퍼민트 큐어, 50ml. 1개 $17.25
4347 Ryukakusan 목캔디 상쾌한 허브 드롭스 백도 복숭아 맛 11개 $4.50
4348 Songbai Suxiaojiuxinwan 120개 $25.00
4349 Tasly Compound Danshen 드리핑 필스 (Fu Fng Dan Shen Di Wan) 180개 $19.00
4350 TRT Niu Huang Jie Du Pian 96개 $27.50
4351 TRT Niu Huang Jie Du Pian 허브 보충제(설탕 코팅) 100개 $26.50
4352 TRT Shun Chi Wan 허브 보충제 300개 $20.50

향후 주문을 위해 본 카탈로그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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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설명 수량 가격

비타민 및 건강 보조 식품
4353 Trumpet 브랜드 Seirogan 허브 보충제 100개 $15.00
4025 강황 캡슐, 500mg.‡ 60개 $7.00
4354 Yin Kong Strong Man Bao (Qiang Li Nan Bao) 20개 $9.75
4118 Yu Xing Cao 추출물, 2oz.‡ 1개 $25.00
4355 Yunnan Baiyao 캡슐 16개 $13.75
4356 Yunnan Baiyao 파우더, 4gm. 1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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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목적 품목은 질환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웰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제품입니다. 이런 품목은 
개인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에 관한 논의를 한 후에만(또는 귀하의 건강 플랜이 명시할 수 있는 기타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 수량, 크기, 가격은 재고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혜택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품목은 제조업체 및 재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은 
언제라도 통지 없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허브 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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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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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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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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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이 있거나 주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NationsBenefits에 (866) 876-8637(TTY: 711)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가입자 경험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양식에 본인이 제공한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이 NationsBenefits 또는  
NationsBenefits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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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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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NW 66th Avenue, Suite 100
Plantation, FL 33313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entralHealthPlan.
NationsBenefits.com을 통해  

온라인 주문을 경험하세요

MyBenefits 앱을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하세요 

전화:  
(866) 876-8637  

(TTY: 711) 

주문서를 작성하신 
다음 NationsBenefits

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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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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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entralHealthPlan.NationsBenefits.com
www.CentralHealthPlan.NationsBenef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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