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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F796/01

건강한 구강 발달*
새지 않는 흘림 방지 밸브 디자인

필립스 아벤트 벤디 빨대컵은 인체공학적인 손잡이가 달려 있어 빨대로 혼자 마시기에

적합하며, 건강한 구강 발달에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구강 발달*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필립스 아벤트 컵

건강한 구강 발달

빨대를 처음 사용하는 아이에게 적합한 아담한 크기와 소형 핸들

유아에게 적합한 인체공학적인 핸들과 부드러운 빨대

끝까지 쉽게 마실 수 있도록 구부러진 하단 빨대

새지 않는 흘림 방지 밸브 디자인

음료가 새는 것을 차단하는 흘림 방지 밸브와 플립형 마개

부가 혜택

소량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세척 및 조립이 용이(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필립스 아벤트 젖병 및 컵과 호환 가능



빨대컵 SCF796/01

주요 제품 사양

건강한 발달

혼자 마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있

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마시

는 단계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모유 또는 젖병에

서 컵으로 수월하게 이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젖꼭

지, 연질 및 경질 스파우트, 빨대, 360° 컵 등 다양

한 솔루션이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으

며 단계별로 아이가 새롭게 습득하는 운동 기능 및

마시는 능력을 자극시켜 줍니다. 우수한 품질을 자

랑하는 필립스 아벤트의 모든 솔루션은 편리함과

위생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빨대를 처음 사용하는 아이에게 적합

컵에 통합된 핸들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작은 손으로도 컵을 쉽게 쥘 수 있습니다. 컵

이 작고 가벼우면서 잇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연

질 빨대를 사용해 빨대를 처음 사용하는 아이에게

적합합니다.

마시기 쉬운 구부러진 빨대

하단 빨대가 구부러져 있어 음료에 쉽게 닿기 때문

에 자연스러운 자세로 수월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흘림 방지 밸브와 플립형 마개

빨대에 흘림 방지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 음료가 흘

러 나오지 않게 막아주며 플립형 마개가 빨대를 보

호하고 이동 중 음료의 흐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세척 및 조립이 용이

필립스 아벤트 벤디 빨대컵은 분해와 조립이 용이

합니다. 모든 부품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해서 간편

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아벤트와 호환 가능

유리 젖병을 제외한 모든 필립스 아벤트 젖병은 처

음 마시는 컵과 호환 가능합니다. 믹스 앤 매치로

아기의 발달 요구 사항에 알맞은 완벽한 컵을 만들

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구강 발달

건강한 구강 발달에 좋은 필립스 아벤트 벤디 빨대

컵은 구륜 근육을 움직이게 하여 구강의 힘을 길러

줍니다.* 전문가와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구성품

컵: 1개

플립형 마개: 1개

빨대: 1개

발달 단계

발달 단계: 9개월 이상

컵 크기

200ml/7oz: 가능*

원산지

인도네시아: 가능*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탄소

(CO2) 배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절감합니까?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등의 필립스 친환경

주력 분야에 중요한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 설문에 참여한 200명의 소아치과 전문의 중 90%가 당사의

빨대컵이 건강한 구강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고,

89%가 빨대컵 이용이 구륜 근육을 움직이게 하여 구강의 힘

을 길러준다는 데 동의합니다(미국 독립 온라인 연구 기관,

2016년 4월). 언어 분야 소아과 전문의, 치과 전문의, 인간공

학 연구원 및 조산사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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