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벤트(AVENT) 처음 마시는
컵 (12개월 이상, 9oz/260ml)

 

260ml

9oz

12개월 이상

 

SCF782/00

처음 마시는 컵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상적인 컵

혁신적인 필립스 아벤트 처음마시는컵(SCF782/00)은 아이가 흘리지 않고 컵 사용 훈련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특한 매직밸브는 입술이 닿으면 작동하고, 성인용 컵처럼

모든 가장자리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유아컵에서 성인용 컵으로의 쉬운 전환

성인용 컵처럼 모든 가장자리에서 마시는 것이 가능한 처음 마시는 컵

성인용 컵처럼 모든 가장자리에서 마시는 것이 가능한 처음 마시는 컵

독특한 샘 방지 매직 밸브

입술이 닿으면 작동함으로서 자라나는 아이가 컵 사용에 익숙해 지도록 도와주는 매직 밸브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상적인 컵

아이가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로우 밸브

12개월 이상 유아에게 적합

혼자 마시는 것을 도와줌

아이가 컵을 쥐는 것을 도와주는 매직 손잡이

깨끗하게 컵을 보호해 주는 위생적인 뚜껑

BPA 0%

BPA 불포함 소재로 만들어진 처음 마시는 컵



아벤트(AVENT) 처음 마시는 컵 (12개월 이상, 9oz/260ml) SCF782/00

주요 제품 사양

BPA 0%

필립스 아벤트의 처음 마시는 컵은 BPA 불포함 소

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컵 사용 훈련을 도와줌

처음 마시는 컵은 스파우트와 빨대가 필요 없이 모

든 가장자리에 입을 대고 마실 수 있어, 자라나는

아이가 컵 사용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입술이 닿으면 작동하는 독특한 매직 밸브

필립스 아벤트의 전문가들이 고안한 혁신적이고

독특한 매직 밸브는, 입술이 닿으면 작동하기 때문

에 아이들이 컵 사용 방법을 배우기 편리합니다.

위생적인 뚜껑

위생적인 뚜껑으로 언제 어디서든 컵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중국

발달 단계

단계: 12개월 이상

물류 정보

제품 크기: 114mm(길이) x 77mm(너비) x

113mm(높이) mm

포장 크기 - 유럽 모델: 114mm(길이) x 85mm(너

비) x 177mm(높이) mm

포장 크기 - 미국 모델: 114mm(길이) x 85mm(너

비) x 162mm(높이) mm

구성품

용기: 1 개입

나사 링 손잡이: 1 개입

밸브 시스템(구성품 3개): 1세트

사용 설명서: 1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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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개

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

다.

© 2019 Koninklijke Philips N.V.

All rights reserved.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

표는 Koninklijke Philips N.V. 또는 각 소

유주의 자산입니다.

발행 일자 2019‑06‑25

버전: 13.7.1

EAN: 08 71010 35561 90

www.philips.com

http://www.phili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