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ENT 아벤트 프리
미엄 보틀워머

 
안전한 데우기, 과열 방지

자동 데우기 및 전원 차단

부드러운 해동

이유식 데우기

 

SCF356/00

모유의 영양소와 비타민을 그대로 보존
과열되지 않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데우기

이 필립스 아벤트 보틀워머의 부드러운 데우기 기술을 사용하면 모유의 영양소와 비타민

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센서로 모유 온도를 추적 및 제어하므로 과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데우기, 100% 과열 방지 기능

부드러운 데우기 기술

과열 방지를 위한 추적 센서

편리한 사용

지능형 진행 상태 표시등

자동 데우기 및 전원 차단 기능

편리함과 호환 가능성

젖병에 알맞은 부드러운 해동 설정

이유식 데우기에도 사용 가능

필립스 아벤트 젖병 및 용기와 호환 가능

다양한 모유 데우기 모드

아기에게 적당한 온도로 모유 데우기



AVENT 아벤트 프리미엄 보틀워머 SCF356/00

주요 제품

부드러운 데우기 기술

이 보틀워머는 부드러운 데우기 기술을 사용합니

다. 이 기술로 모유가 순환하면서 과열 되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골고루 데워집니다. 과열된 부분이

없으므로 언제나 아기에게 안전하게 데워진 따뜻

한 모유를 먹일 수 있습니다.

과열 되는 부분이 없음

내장된 센서로 모유 온도를 추적 및 제어하므로 언

제나 과열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지능형 진행 상태 표시등

보틀워머에는 지능형 진행 상태 표시등이 있으므

로 모유가 준비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 데우기 및 전원 차단

보틀워머에는 자동 데우기 및 전원 차단 기능이 있

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 전 20분 동안 모유를

적정 온도로 유지해 줍니다.

부드러운 해동 설정

보틀워머에는 편리한 해동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합니다. 설정을 선택하기만

하면 얼린 모유나 이유식을 해동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 데우기

보틀워머는 젖병뿐만 아니라 이유식을 부드럽게

골고루 데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호환성

보틀워머는 필립스 아벤트 젖병 및 용기*와의 호환

성이 뛰어납니다. 편리하게 젖병과 이유식 용기를

데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유 데우기 모드

여러 가지 모유 데우기 모드가 제공되므로 아기가

먹기 좋도록 다양한 온도로 모유를 데울 수 있습니

다.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

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환경

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

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을 개선함

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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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크기 및 무게

제품 크기(WxHxD): 160.4 x 139.9 x 148.55 mm

제품 패키지 규격(WxHxD): 175 x 185 x 160 mm

원산지

디자인:: 유럽

생산지:: 중국

구성품

보틀워머: 1 개입

발달 단계

단계: 전체

제품 재질

ABS

PP

 

* 필립스 아벤트 모유 저장팩과 60ml/2oz 용량의 젖병은 보틀

워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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