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노비스, 추석선물 ‘트리플러스 세트’ 출시
트리플러스, 피쉬오일 1500, 글루코사민 750 등 추석선물세트 3종 선보여
단품 구입 가격보다 최대 23% 할인,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올리브영, 지마켓 등에서 구입 가능
2010년 8월 30일 - 명절에 전하는 감사의 마음, 바쁘고 지친 일상의 부모님, 은사님, 직장 상사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싶다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보자.
호주대형마트 판매량 1위의 건강기능식품 세노비스는 인기 제품을 최대 23% 할인해 특별 구성한
추석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국내 최초 오메가-3가 함유된 멀티비타민 ‘트리플러스 세트’, 혈행 개선 및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피쉬오일 1500(오메가3)세트’, 관절 건강 및 연골 유지를 돕는 ‘글루코사민 750 세
트’ 등 총 3종이다.
‘트리플러스’는 캡슐 하나에 비타민 11종, 미네랄 4종 외 혈행 개선 및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EPA+DHA 500mg)가 모두 들어 있다. 하루 1회 2캡슐 복용으로 식약청 1일
권장량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를 별도로 섭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필수 영양소를 간편하게 복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가격은 ‘트리플러스 세트’는 7만5000원(92캡슐*2개), ‘피쉬오일 1500 세트’는 3만4000원(62캡슐*2개),
‘글루코사민 750 세트’는 4만9000원(92캡슐*2개)이다. 세노비스 추석선물세트는 이마트, 신세계백화
점, 올리브영, W스토어, 지마켓, 옥션에서 구입 가능하다.
한편, 세노비스가 펼치는 ‘리셋유어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홈페이지(www.cenovis.co.kr)를 통해 이
색 설문 이벤트도 진행한다. 25~45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꼽아 응
모하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세노비스 추석선물세트 중 ‘피쉬오일 1500세트’를 증정한다. 자세한 사
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 6월 국내 출시한 세노비스는 건강기능식품 선진국으로 알려진 호주에서 대형마트 판매량 1위
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국내에는 한국인의 필요 영양소와 섭취량을 고려해 ‘트리플러스’, ‘마터니
티 포뮬라’, ‘피쉬오일 울트라’ 등 10종을 엄선,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와 백화점(신세계백화점),
유명 드럭스토어(올리브영, W스토어),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옥션)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추석선물세트 3종
트리플러스 세트
피쉬오일 1500 세트

권장섭취량 & 섭취방법 - 1일 1회, 충분한 물과 함께 1회 2캡슐
소비자가격 - 7만5000원(92캡슐*2개)
권장섭취량 & 섭취방법 - 1일 2회, 충분한 물과 함께 1회 1캡슐

소비자가격 - 3만4000원(62캡슐*2개)
글루코사민 750 세트

권장섭취량 & 섭취방법 - 1일 1회, 충분한 물과 함께 1회 2캡슐
소비자가격 - 4만9000원(92캡슐*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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