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레인지 스팀 소독
기

SCF271/20

탁월한 속도와 간편함
2분만에 6개 젖병 소독 가능*

필립스 아벤트 전자레인지 스팀 소독기는 경량, 컴팩트형 디자인으로 집안에서나 집밖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뚜껑

을 열지 않을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내용물을 살균 상태로 유지합니다.

빠른 속도, 편리한 사용

물만 주입하고 내용물을 넣은 후 전자렌지 안에 넣으면 됩니다.

가벼운 컴팩트형

외부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며 대부분의 전자레인지에 들어갑니다.

안전하고 손쉬운 관리

뚜껑을 열지 않을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내용물을 살균 상태로 유지합니다.

안전하고 손쉬운 관리

옆쪽 손잡이를 통한 안전한 사용

대용량

6개 필립스 아벤트 젖병 소독 가능



전자레인지 스팀 소독기 SCF271/20

주요 제품 사양

간편하게 물만 주입

물만 주입하고 내용물을 넣은 후 전자렌지에 넣고

2분 정도 가동하면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전자렌

지 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1100-1850W의 경우 2

분, 850-1000W의 경우 4분, 500-850W의 경우

6분 정도 가동하십시오.

휴대가 간편함

필립스 아벤트 전자레인지 소독기는 시중에 사용

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레인지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습니다. 작은 크기로 휴대하기 간편하므로 1박

2일간의 짧은 여행이나 장거리 해외 여행 시에도

항상 살균 젖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부부

를 위한 별도의 소독기로도 적합합니다. 규격:

166(높이), 280(넓이), 280(길이)mm

클립을 통해 단단히 닫히는 뚜껑

전자레인지 소독기의 옆쪽에는 보다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는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을 통해 뚜껑이

단단하게 닫히므로 소독기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낼

때 뜨거운 물이 쉽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옆쪽 손잡

이도 소독기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보다 낮은 온

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용물을 살균 상태로 유지

뚜껑을 열지 않을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내용물을

살균 상태로 유지합니다.

6개 필립스 아벤트 젖병 소독 가능

작은 크기에도 6개의 필립스 아벤트 젖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일한 전자레인지 소독기입니

다. 대부분의 전자레인지 소독기가 4개의 젖병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필립스 아벤트 전자레인지

소독기는 거의 하루 동안 사용한 젖병을 한 번에 모

두 살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축기 살균에

도 적합합니다.

천연 스팀 살균

살균은 아기의 면역체계가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특히 유해한 우유 박테리아로부터 아기를 보호하

는 것입니다. 필립스 아벤트 소독기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며 효과적인 병원 기

준에 따른 스팀 소독을 사용합니다.

기술 사양

살균 시간: 1100-1850W에서 2분, 850-1000W

에서 4분, 500-800W에서 6분

물 용량: 200ml

크기 및 무게

중량: 740 g

규격: 166(H), 280(W), 280(L) mm

원산지

영국

구성품

전자렌지 스팀 소독기: 1 개입

집게: 1 개입

발달 단계

단계: 0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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