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열매 ‘로즈힙’으로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세노비스, 관절에 좋은 ‘조인트 플러스 로즈힙’ 출시
-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유기농 식물 성분 로즈힙, 관절시장 새 바람 일으킬 주역으로 주목
- 12월 6일(목) 오후 8시 35분, 롯데홈쇼핑 통해 ‘조인트 플러스 로즈힙’ 런칭 방송 예정

(2012-12-03)호주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의 전통과 기술로 만든 세노비스
(www.cenovis.co.kr)가 칠레 안데스 산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로즈힙으로 만
든 ‘관절에 좋은 조인트 플러스 로즈힙’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로즈힙은 약 4천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식용으로 섭취되어 온 들장미 열매로, 과육에 살이 많고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항산화 성분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잼이나 허브차
등 식품으로 널리 섭취되고 있으며, 일찍이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인정받아 관절
건강을 위한 기능성 원료로 신뢰받고 있다.
로즈힙 분말은 지표성분인 하이페로시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실제 관절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로즈힙 분말을 하루 5g씩 3주간 섭취하게 한 인체실험에서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식약청으로부터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세노비스 ‘조인트 플러스 로즈힙’은 칠레 청정지역 안데스 산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해 국제 유기농 인증
기관인 IMO에서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한 관절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다. 로즈힙 열매의 추출물이 아닌
건조된 열매의 과육은 물론 씨와 껍질까지 모든 열매 성분을 통으로 갈아서 분말화한 식물성 제품으로,
몸에 순해 누구나 믿고 섭취할 수 있다. 맛있는 복숭아 맛의 파우더 제형으로 목 넘김의 불편함이 없으며,
한 번 섭취할 분량만큼 스틱형으로 개별 포장돼 휴대가 간편하다. 오는 12월 6일 저녁 8시 35분, 롯데홈
쇼핑을 통해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세노비스 마케팅팀 정반디 차장은 “노화 및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관절염을 호소하는 중∙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몸에 순하고 믿을 수 있는 관절건강 제품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롯데홈쇼핑을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조인트 플러스 로즈힙’이 노화나 과체중, 관절에 무리가 가는 생활습관 등으로 평소
관절건강이 염려되거나 유기농 식물성 원료로 안전하게 관절건강을 지키고 싶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기농 로즈힙을 원료로 한 세노비스 ‘조인트 플러스 로즈힙’은 1일 2회, 하루 2포 섭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은 42포 기준으로 5만 9천원이다. 이번 롯데홈쇼핑 런칭 기념으로 생방송 중에만 특별한 할
인 기회가 주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세노비스 고객센터(080-050-35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참고 자료]
구분

내용
영양ㆍ기능정보
1일 섭취량: 2포(7.1g)

주요
특징

1일 섭취량 당

함량

% 영양소 기준치

열량

25kcal

탄수화물

6g

2%

단백질

0g

0%

지방

0g

0%

나트륨

0mg

0%

하이페로시드

0.6mg

(로즈힙 분말로서 5g)
% 영양소 기준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 노화로 인한 관절건강이 염려되는 분
• 관절에 무리가 가기 쉬운 등산, 골프,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등의 운동을 즐기는 분
• 좌식생활, 무릎 꿇고 걸레질, 무거운 것 들기 등 평소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 많은 주부
• 과체중으로 무릎 관절 건강이 염려되는 분

섭취
대상

•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이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분
• 평소 하이힐을 즐겨 신어 관절 건강이 염려되는 여성
• 인체실험을 통해 통증 등 관절 건강 기능성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관절 제품을 찾는 분
• 통증 등 관절 건강이 개선되는 기능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분
• 건강하고 부드러운 연골과 관절 건강을 원하는 분
• 안전한 식물성 원료의 관절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분
• 섭취가 간편한 파우더 제품을 찾는 분

섭취 시
주의사항
복용법

• 임신, 수유뷰나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은 이 제품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하세요.
1일 2회, 1회 1포(하루 2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가격

59,000원 / 42포

문의

문의전화: 080-050-3535 / 전화주문: 080-090-5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