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For your child's safety 
and health WARNING! 

Always use this product 
with adult supervision. 
Never use feeding teats 

as a soother. Continuous 
and prolonged sucking 

of �uids will cause tooth 
decay. Always check 

food temperature before 
feeding. Keep all 

components not in use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Inspect before 
each use and pull the 

feeding teat in all 
directions. Throw away at 
the �rst signs of damage 
or weakness. Do not alter 
the product or parts of it 

in any way. This may 
result in unsafe 

functioning of the 
product. Do not leave a 

feeding teat in direct 
sunlight or heat, or leave 
in disinfectant ('sterilizing 
solution') for longer than 

recommended, as this 
may weaken the teat. Do 

not place in a heated 
oven. Before �rst use 

place in boiling water for 
5 minutes. This is to 

ensure hygiene. Clean 
before each use. Wash in 

warm soapy water and 
rinse thoroughly, then 
sterilize using a Philips 
Avent sterilizer suitable 

for Natural bottles or boil 
for 5 minutes. Heating in 
a microwave oven may 
produce localised high 

temperatures. Take extra 
care when you heat up 

food in a microwave. 
Always stir heated food 

to ensure even heat 
distribution and test the 

temperature before 
serving. Dishwasher safe 

- food colorings may 
discolor components. 
Do not allow child to 

play with small parts or 
walk/run while using 
bottles or cups. For 

hygiene reasons, we 
recommend replacing 
teats after 3 months. 

Keep in a dry, covered 
container. The Philips 

Avent teats are available 
with di�erent �ow rates 
to help your baby with 
drinking. Over time you 

can change the teat 
accommodating the 

individual needs of your 
baby.

한국의
아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주의 사항! 본 제품은 
반드시 성인의 관리 아래 
사용하십시오. 젖꼭지를 

노리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기가 장시간 
계속하여 액체를 빨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유나 이유 전에는 

반드시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매 
사용 전 젖꼭지를 여러 

방향으로 당겨 
확인하십시오. 손상되거나 
약해진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폐기하십시오. 
제품이나 부품을 절대 

개조하지 마십시오. 제품 
작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젖꼭지를 

직사광선이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또는 살균 
장치(“소독제”)에 권장 

시간 이상 넣어 두지 
마십시오. 젖꼭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열된 오븐에 넣지 

마십시오. 처음 사용하기 
전에 끓는 물에 5분간 

넣어 두십시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매 
사용 전에 세척하십시오. 

따뜻한 비눗물에 세척하여 
헹군 후 내츄럴 젖병에 
적합한 필립스 아벤트 

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하거나 5분간 열탕 

소독하십시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특정 

부분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모유/분유를 데울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데운 
이유식과 우유를 저은 

다음, 먹이기 전에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식기 

세척기로 세척 가능하지만 
음식물 색상으로 인해 

부품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젖병이나 컵 
사용 시 아기가 소형 

부품을 가지고 놀거나, 
걷거나 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위생상의 
이유로 3개월 마다 

젖꼭지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젖꼭지를 습기 
없는 용기에 뚜껑을 덮어 

보관하십시오. 필립스 
아벤트 젖꼭지는 유량이 
다양하여 아기가 우유를 

편안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젖꼭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简体中文
为了儿童的安全和健康警
告！ 务必在成人的监督下
使用本产品。 请勿将奶嘴
用作安抚奶嘴。 长时间持
续吮吸液体将导致产生蛀
牙。 喂食前请务必检查食
物的温度。 将所有不用的
部件放置在儿童无法接触
到的地方。 每次使用之

前，朝各个方向拉拔奶嘴
进行检查。 若有明显破损
或缺陷，请立即丢弃。 请
勿以任何方式改动产品或
其中的部件。 这可能导致
产品的使用不安全。请勿
将奶嘴置于阳光直射处或

热源附近，
置于消毒剂（“消毒溶液”）
中的时间也不要超过建议
时间，否则可能会降低奶
嘴的效用。 切勿放入烤箱
内。  首次使用之前，请将
其置于沸水中浸泡 5 分钟
。 这可以保证卫生。 每次
使用前请清洁。 放入温热
的肥皂水中清洗，并彻底
冲洗干净，然后使用适合 
自然系列 奶瓶的飞利浦新
安怡消毒锅进行消毒，或
在沸水中煮 5 分钟。 在微
波炉中加热可能会产生局
部高温。 在微波炉中加热
食物时应格外小心。 始终
搅拌加热的食物，以确保
热量均匀分布并在喂食之
前测量温度。 可用洗碗机

清洗 - 食物的颜色可能会使
部件变色。 切勿让儿童玩
耍小零件，或让儿童在行
走或奔跑时使用奶瓶或杯
子。 出于卫生考虑，建议
您每 3 个月更换一次奶嘴
。 将其保存在干燥封闭的
容器中。 飞利浦新安怡奶
嘴提供有不同的流量选择

，可方便您的宝宝饮
用。 建议在一段时间后更
换奶嘴以满足宝宝的个人

需要。 

繁體中文
為了孩童安全與健康警

告！ 本產品必須在成人監
督下使用。 請勿將餵哺奶

嘴作為安撫奶嘴使用。 
持續且長時間的吸吮液體
會導致蛀牙。 餵哺之前，

請務必檢查食物溫度。
請將所有不用的組件放置
在孩童無法拿取的地方。
每次使用餵哺奶嘴前請先
仔細檢查，並將奶嘴往各
個方向輕拉。 若有損壞或

變質的現象，請立即丟
棄。 請勿以任何方式改造
產品或產品零件。 否則可
能導致產品功能不安全。 
請勿將餵哺奶嘴直接曝曬
在陽光下或高溫處，或置
於消毒劑 (「殺菌溶液」) 
中超過建議時間，以避免
奶嘴脆弱變質。 請勿放入
熱鍋中。 第一次使用前請

浸泡於滾水中 5 分鐘。 
如此可確保衛生安全。 
使用前務必清潔產品。 

以溫肥皂水清洗並沖洗乾
淨，然後以適合自然系列

奶瓶使用的飛利浦 AVENT 
消毒鍋消毒，或者在水中
煮沸 5 分鐘，以達到消毒
效果。 在微波爐中加熱可
能導致局部溫度過高。 使
用微波爐加熱食品時請特
別小心。 請務必充分攪拌
加熱後的食物與飲品，確
保熱度均勻分佈，並在餵
食前檢查溫度。 可用洗碗
機清洗 – 食物上的顏色可
能會讓零件變色。 請勿讓
孩童把玩小型零件，或邊
走/跑邊使用奶瓶或杯子。
建議您每隔 3 個月更換奶
嘴，以確保衛生。 存放於

乾燥、加蓋的容器中。 
Philips Avent 奶嘴有不同
的流速選擇，協助您哺育
寶寶。 隨寶寶慢慢長大，
您可更換不同的奶嘴以滿

足寶寶需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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