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우트 컵
 

쉽게 마시기

200ml/7oz

6개월 이상

 

SCF551/00

쉽게 마시기
소프트 스파우트 컵으로 쉽게 마시기

필립스 아벤트 스파우트 컵은 아기와 부모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스파

우트로 쉽게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화된 부품 덕분에 컵을 세척하기도 간편합니

다.

쉽게 마시기

소프트 실리콘 스파우트로 쉽게 마시기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물결 무늬 용기

손쉬운 세척

일체형 실리콘 스파우트로 쉬운 조립

샘 방지

내장된 밸브로 흘리지 않고 마시기

기타 장점

BPA 불포함 소재로 만들어진 스파우트 컵

모든 부품은 식기 세척기 사용이 가능하여 손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아벤트 내추럴 젖병과 호환 가능



스파우트 컵 SCF551/00

주요 제품 사양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모든 부품은 식기 세척기 사용이 가능하여 손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스파우트

스파우트 안에 밸브가 내장되어 있어 조립이 빠르

고, 식기세척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결 모양

스파우트 컵 용기는 작은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

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샘 방지 컵

내장된 밸브로 흘리지 않고 마시기

BPA free

BPA 불포함 소재로 만들어진 스파우트 컵

쉽게 마시기

일체형 실리콘 스파우트로 쉽게 마시기: 스파우트

에 압력이 가해지면 액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환성

새로운 필립스 아벤트 컵은 유리 젖병을 제외한 필

립스 아벤트 내추럴 젖병 제품군과 호환 가능합니

다.

 

원산지

중국

구성품

실리콘 스파우트: 1 개입

스파우트 컵: 폴리프로필렌, 실리콘 고무

컵(200ml/7oz): 1 개입

위생 캡: 1 개입

액세서리

교체 부품: 교체형 스파우트 SCF246

크기 및 무게

액세서리를 제외한 제품 크기: 69x111x118 mm

제품 중량: 0.06 kg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

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

환경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을 개

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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