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비타민, 성분부터 함량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세노비스, 미네랄이 강한 어린이용 멀티 비타민 ‘키즈 멀티’ 출시
- 타사 제품 대비, 영양 성분별 함량 월등히 높아
- 천연 오렌지향 첨가, 쓴맛에 대한 거부감 없이 미네랄 섭취까지 가능
호주 1위 기업의 전통과 기술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
(www.cenovis.co.kr)가 어린이용 멀티 비타민 ‘키즈 멀티(Kids-multi)’를 국내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키즈 멀티’는 3세~14세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반드시 필요한 비
타민B, C, D, E 등 10가지 비타민과 칼슘, 망간, 철, 구리, 아연 등 5가지 미
네랄을 한 알에 담은 제품이다.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1정을 씹어먹기만 하
면,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 걱정을 덜 수 있다.
‘키즈 멀티’는 기존의 어린이 영양제들에 비해 성분별 함량이 월등히 높다. 3~14세 어린이의 한국인
1일 영양섭취량을 기준으로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수용성 비타민B1은 167%를, 단백
질과 아미노산 대사에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B6은 133%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뼈 형성을
위한 칼슘은 1일 210mg 섭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칼슘, 철, 아연 등 미네랄은 뼈 와 혈액 생성 및 면역력 강화에 꼭 필요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쓴 맛 때문에 어린이 영양제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성분이다.

세노비스 ‘키즈멀티’

는 미네랄에서 느껴지는 쓴맛을 천연 오렌지 향으로 잡아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맛있게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노비스 마케팅팀 조선영 팀장은 “’키즈 멀티’는 신체 발달이 가장 중요한 3세~14세의 성장기 어린
이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을 공급하는 제품”이라며, “허약 체질 및 편식, 인
스턴트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더욱 추천한다”고 전했다.
세노비스 ‘키즈 멀티’는 92정 기준(1.5개월분), 30,000원이다.(끝)

[참고 자료]
▶ 세노 비스 ‘키즈 멀티’는 ?
세노비스 ‘키즈 멀티’는 3~14 세 성장기 어린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10 종의 비타민과 5 종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구분

내용
높 은 영양 성분 함량 (10 종 의 비타민, 5 종 의 미네랄)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영양제들과 비교 시, 성분별 함량이 월등히 높음.
*

1일 섭취량: 2 정 기준

주요 특징

* % 영양소기준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 )안의 수치는 3~14세의 어린이의 한국인 1일영양섭취기준(2005년)

미네랄이 강한 어린이 비타민 (칼슘 , 망간, 철, 구 리, 아연 등 충 분 량 함유 )
• .’키즈 멀티’는 천연 오렌지 향을 첨가해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음
(미네랄은 어린이들의 뼈와 혈액 형성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나,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이 영양제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듦)
간편하게 씹어먹는 정제 형태
• 아이들이 간편하게 씹어먹을 수 있도록 츄어블 형태의 정제로 개발.
• 천연 오렌지 향을 첨가해 다양한 영양 성분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음

효능 / 효과

복용법
가격

성분 별 효 과
•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
• 비타민 B2 및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
•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
• 비타민 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도움
• 비타민 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
• 비타민 C: 결합조직 형성 및 기능 유지
• 비타민 E: 유해산소로부터 세포 보호
• 비타민 D: 뼈의 형성 및 유지
• 엽산: 세포 및 혈액생성
• 칼슘: 향후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 철: 체내 산소운반 및 혈액 생성
• 아연: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
• 구리: 철의 운반과 이용에 도움
• 망간: 뼈 형성
일일 2회, 1회 1정을 충분히 씹어서 섭취
30,000원 / 92정 기준(1.5개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