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광 노리개 젖꼭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핸들 장착

0~6개월

치아 교정형 및 BPA 불포함

2개입

 

SCF176/28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독특한 핸들

필립스 아벤트 클래식 야광 노리개 젖꼭지로 아기를 편안하게 재워주세요. 핸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기 때문에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잠든 사이, 치아 교정

용 접이식 젖꼭지가 아기의 자연스러운 구강 발달을 도와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 핸들*

잠들기 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야광 핸들

편안한 실리콘 젖꼭지

10명 중 9명의 아기가 쉽게 받아들이는 노리개 젖꼭지*

자연스러운 구강 발달에 알맞은 디자인

보장된 품질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국의 제조 현장에서 제작

안전함과 위생

노리개를 쉽게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 핸들

젖꼭지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냅형 캡

손쉬운 세척

위생을 지켜줄 손쉬운 소독



야광 노리개 젖꼭지 SCF176/28

주요 제품

야광 손잡이

아기를 재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

니다. 당사의 독특한 야광 핸들을 사용하면 어둠 속

에서도 불을 켜지 않고 노리개 젖꼭지를 찾을 수 있

습니다.*

아기에게 잘 맞는 노리개 젖꼭지

아기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

니다. 엄마들에게 필립스 아벤트 젖꼭지를 아기들

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

의 아기가 필립스 아벤트 노리개 젖꼭지를 쉽게 받

아들인다고 응답했습니다.

치아 교정형 노리개 젖꼭지

당사의 부드러운 실리콘 젖꼭지는 대칭형 모양으

로 아기의 입천장, 치아, 잇몸이 성장 과정에 알맞

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영국

아기가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노리개 젖꼭지

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국의 제조 현장에서 만들

어졌습니다.*

안전 핸들

안전 핸들로 언제든 젖꼭지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위생을 위한 스냅형 캡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관하기 전 간편하게 캡을 덮

어 젖꼭지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

니다.

손쉬운 소독

Soothie와 노리개 젖꼭지는 세척이 간편합니다. 살

균기에 넣거나 끓는 물에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야광 노리개 젖꼭지 SCF176/28

사양

구성품

클래식 야광 노리개 젖꼭지: 2 개 개입

안전

안전 핸들 링: 가능*

BPA 불포함: 가능*

위생적인 사용

손쉬운 세척: 가능*

소독 가능: 가능*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가능*

 

* 사용하기 전에 야광 핸들을 빛에 노출시켜 주십시오.

* 2012년 영국에서 100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테스트

됨

* 전 세계 No. 1 노리개 젖꼭지 브랜드

* 위생상 4주 사용 후 젖꼭지를 교체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당사의 제품군은 엄마와 아기의 모든 발달 단계를 지원합니

다.

* 2014 올해의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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