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수, 세노비스 ‘키즈 멀티’ 광고 촬영, 둘째 아들과 함께!

20대 못지 않는 건강미를 자랑하는 배우, 오연수가 호주 1위 건기업의 전통과 기술로 만들어진 건강
기능식품 세노비스(www.cenovis.co.kr)의 어린이용 멀티 비타민 ‘키즈 멀티’의 광고 촬영에 둘째 아들
과 함께 나서 화제다.
세노비스는 비타민, 미네랄과 오메가3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멀티비타민 ‘트리플러스’를 주력제품
으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동안 외모를 자랑하는 오연수가 광고 모델로 활약하면서 더욱 주목 받은 터라, 올해 모델 재계약을
하면서 첫 촬영에 임한 어린이용 멀티 비타민 ‘키즈 멀티’의 광고 컷 촬영에는 둘째 아들인 손경민군
까지 깜짝 출연해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과시했다. 오연수가 그녀의 아들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오연수 모자는 연출 장면마다 NG없이 소화해 순조롭게 촬영을 마쳤다. 오연수는 아들의 영양제 하
나를 선택할 때에도 꼼꼼하게 따지는 똑소리 나는 주부로, 손군은 건강하면서 천진난만한 매력을 뽐
내는 아들 역할을 맡아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듯 자연스럽게 임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특히 자타 공인 선남선녀인 오연수와 손지창을 고루 빼닮은 손군은 첫 광고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고난 끼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세노비스 마케팅팀 조선영 팀장은 “세노비스가 출시 1년 만에 국내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기까지, 제
품의 품질뿐 아니라 브랜드 모델인 오연수씨의 역할이 컸고 이에 모델 재계약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키즈 멀티’ 광고는 건강미인으로 신뢰감을 주는 오연수씨와 그녀의 아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노비스 ‘키즈 멀티’는 3~14세 성장기 어린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10종의 비타민과 5종의 미
네랄을 함께 담은 어린이 전용 멀티 비타민이다. 타사의 어린이 영양제들에 비해 영양 성분별 함량
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천연 오렌지 향을 첨가해 쓴맛이 강한 미네랄을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다. (끝)

[참고 자료]
▶ '세노 비스 ' 브 랜드 소 개
호주 1위 기업의 전통과 기술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세노비스는 건강기능식품 선진국으로 알려진 호주에서
대형마트 판매량 1위 브랜드로, 엄격한 원료 선정과 철저한 시험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 받은 약 600여
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는 한국인의 필요 영양소와 섭취량을 고려해 ‘트리플러스’, ‘마터니티 포뮬라’,

‘피쉬오일 울트라’ 등 10종을 엄선해, 백화점,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온라인 등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세노 비스 ‘키즈 멀티’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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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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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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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