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노비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8가지 설 선물세트 출시
부모님, 친척, 은사 등 고마운 분들의 생활습관, 나이, 성별 등에 맞춘 건강선물 선보여

50년 전통의 호주 1위1 건강기능식품 ‘세노비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 부모님, 친척, 은사, 직
장상사 등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구성과 차별화된 패키지의 건강
선물세트 8종을 마련했다. ‘패밀리세트’, ‘커플세트’, ‘맨즈 프리미엄 세트’ 등 선물을 받는 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단품으로 각각 구입할 때보다 약
20% 내외의 할인된 가격 혜택으로, 실속 있는 가격에 품격 있고 풍성한 선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진 분이라면,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트리플러스 세트
세노비스 주력제품인 트리플러스는 기존 트리플러스 트윈세트에 1만원 상당의 휴대용 미니 트리플
러스(20캡슐*1개)를 더해 ‘스페셜 에디션 트리플러스 세트(79,800원/ 92캡슐*2개,20캡슐*1개)’를 선보
인다. ‘스페셜 에디션 트리플러스 세트’는 신세계백화점 전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 이마트, 홈플러스
및 롯데아이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트리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비타민 10종, 미네랄 4종, 혈행 개선 및 혈액 속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EPA+DHA 500mg)까지 한 캡슐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하루 1회 2캡슐로 식약
청 1일 권장량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불균형한 식생활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의 부족이
염려되거나 기존에 각각 여러 종류로 챙겨 먹는 데 불편을 느꼈던 분들에게 선물로 제격이다.

<↑ 스페셜에디션 트리플러스 세트(79,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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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연인과 부부를 위해 특별히 남녀 각각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된 커플 세트도 새롭다.
남성과 여성에게 필요한 21종의 멀티 비타민과 미네랄을 각각 1개씩 묶은 커플세트로 부부, 연인을
위한 선물로 좋다.

<↑ 커플세트(59,800원) >
▪ 혈액순환, 관절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 은사님의 선물은 피쉬오일과 글루코사민 성분의 제품으로!
혈행, 중성지방 개선을 위해 충분한 양(EPA+DHA 900mg)의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피쉬오일
1500 트윈세트(33,800원/62캡슐*2개)’는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하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 평소
생선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해보자. 특히 세노비스는 소형어류에서 추출한 피쉬오일을 사
용하여 중금속 등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 할 수 있으며, 오메가3 제품에서 흔히 날 수 있는 비
린내를 최소화하여 제품 섭취 후 다시 올라오는 비린 냄새에 민감한 사람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은사님께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좋다. 연골
의 구성성분인 글루코사민이 함유된 ‘세노비스 글루코사민 750 트윈세트(49,800원/92캡슐*2개)’는 단
품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성해 실속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 피쉬오일1500 트윈세트(33,800원) / 글루코사민750 트윈세트(49,800원) >
▪ 보다 고급스러운 건강 선물을 하고 싶다면, 건강과 품격 모두 챙긴 프리미엄 세트
세노비스는 보다 고급스러운 건강 선물을 준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건강선물세트
를 별도로 구성했다.
특히 남성들의 건강을 위해 남성용 멀티 비타민과, 오메가3, 글루코사민, 칼슘 제품을 한데 묶은 세
노비스 맨즈 프리미엄 세트(가격 125,000원)를 비롯해 여성 건강을 위한 우먼즈 프리미엄 세트(가격
125,000원) 등 보다 다양한 구성에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차별화 했다.

<↑ 세노비스 맨즈 프리미엄 세트(125,000원) / 세노비스 우먼즈 프리미엄 세트(125,000원) >
▪ 우리가족 건강은 부부, 자녀를 위한 패밀리 건강세트로
프리미엄 세트 중 눈에 띄는 것은 가족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세노비스 패밀리 프리미엄 세트
(가격135,000원)’.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트리플러스 2개와 글루코사민,
칼슘 제품으로 구성,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한 패키지에 담았다. 특히 패밀리 프
리미엄 세트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포장해 보다 풍성하고 품격 있는 건강선물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세노비스 패밀리 프리미엄 세트(135,000원) >
세노비스 선물세트는 일반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드럭스토어(올리브영,
W스토어),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되며, 특별 구성한 프리미엄 세트는 신세계백
화점과 온라인몰(GS shop, CJ mall, cenovismall.co.kr) 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세노비스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원하
는 니즈가 많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마련했다”며, “세노비스
와 함께 소중한 분께 건강과 품격을 선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끝)

※ 문의처
080-050-3535 / www.cenovis.co.kr
※ 설날선물세트
소비자가격 – 7만9800원
스페셜에디션 트리플러스 세트

구성 - 트리플러스(92캡슐*2개/1일1회,2캡슐씩)
휴대용 트리플러스(20캡슐*1개)

피쉬오일 1500 트윈세트
글루코사민 750 트윈세트

소비자가격 - 3만3800원
구성 – 피쉬오일 1500(62캡슐*2개/1일2회,1캡슐씩)
소비자가격 - 4만9800원
구성 – 글루코사민 750(92캡슐*2개/1일1회,2캡슐씩)
소비자가격 – 5만9800원

커플세트

구성 – 우먼즈멀티 비타민&미네랄(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맨즈멀티 비타민&미네랄(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소비자가격 – 9만8800원

울트라 커플세트

구성 – 우먼즈멀티 비타민&미네랄(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맨즈멀티 비타민&미네랄(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피쉬오일 울트라(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소비자 가격 – 12만5000원
구성 – 맨즈멀티 비타민&미네랄(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맨즈 프리미엄 세트

피쉬오일 울트라(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글루코사민 750(92캡슐*1개/1일1회,2캡슐씩)
칼슘&비타민D(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소비자 가격 – 12만5000원
구성 – 우먼즈멀티 비타민&미네랄(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우먼즈 프리미엄 세트

피쉬오일 울트라(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글루코사민 7500(92캡슐*1개/1일1회,2캡슐씩)
칼슘&비타민D(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소비자 가격 – 13만5000원

패밀리 프리미엄 세트

구성 – 트리플러스(92캡슐*2개/1일1회,2캡슐씩)
글루코사민750(92캡슐*1개/1일1회,2캡슐씩)
칼슘&비타민D(62캡슐*1개/1일1회,1캡슐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