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약국에서 만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 프로’ 출시
- 국내 진출 3년 맞은 세노비스 이어 프로페셔널 라인 ‘세노비스 프로’ 출시로 약국 시장 첫 진출
- 전문성과 기능성 강화한 슈퍼 아이케어, 듀오스테롤 케어, 트리플러스 액티브 등 5종 선보여
2013년 6월 17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장 마리 아르노, 이하 사노
피)가 약국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 프로(Cenovis PRO)’로 국내 약국 시장에 첫 진출했다.
사노피는 지난 2010년 호주 건강기능식품 1위1 기업의 전통과 기술로 만든 ‘세노비스’로 대형마트, 백화점,
드럭스토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
보인 세노비스의 프로페셔널 라인 ‘세노비스 프로’로 약국 채널에 확대 진출,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노비스 프로’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와의 상담으로 본인 건강상태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신개념의 건강관리를 제안한다. 현대인의 기초영양
제품으로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를 한번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표적인 항산화물
질인 토마토에서 추출한 라이코펜으로 한층 강화된 ▲트리플러스 액티브와 ▲트리플러스50+ 액티브, 정
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이 강화된 어린이용 멀티비타민미네랄 ▲키즈 액티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한 번에 관리하여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듀오스테롤 케어, 눈의 피로 개선과 동시에 체
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퍼 아이케어 등 신제품 5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듀오스테롤 케어’와 ‘수퍼 아이케어’는 기존의 원료 중심으로 개발되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소비자
이해를 우선으로 개발한 혁신적인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노피의 장 마리 아르노 사장은 “사노피는 글로벌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 3위 2 를 기록하는 등 지금까지
전 세계 약국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들을 공급해 왔다며, 이번에 국내 첫 출시한 ‘세노비스 프로’는 앞으로
도 다양한 양질의 제품들로 국내 약국 시장에서 더욱 전문화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끝)
제품 문의: 080-050-3535. www.cenovis.co.kr/plu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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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개발, 제공하
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파리(EURONEXT: SAN) 및 뉴욕(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
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젠자임 코리아), 동물의약품(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
료,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다각화된 헬스케
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세노비스 프로 제품 소개*
구분
트리플러스 액티브
트리플러스50+ 액티브
키즈 액티브
듀오스테롤 케어

제품소개
멀티비타민 10종, 미네랄 6종, 오메가-3(EPA+DHA 500mg)에 특히 토마토 추
출 라이코펜으로 항산화 성분을 더욱 강화한 제품
50세 이후를 위한 맞춤형 멀티비타민 10종, 미네랄 6종, 오메가-3(EPA+DHA
700mg)에 특히 토마토 추출 라이코펜으로 항산화 성분을 강화한 제품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비타민D 등을 강화해 17종의 비타민, 미
네랄, 초유성분을 골고루 함유한 어린이 멀티비타민미네랄
혈관 건강에 위협 받는 현대인을 위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한 번에 관리
할 수 있는 제품. 식물스테롤에스테르와 오메가-3 함유.
눈의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헤마토코쿠스 추출물과 신체 에너지 공급

수퍼 아이케어

을 위한 고함량 비타민B군 6종, 그리고 눈의 기본 영양을 공급해 주는 비타민
A를 함유한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