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in-1 이유식 마스터

 
찜, 블렌딩, 해동 및 데우기

건강식 찜 요리

하나의 용기로 찜과 블렌딩을 한 번
에

이유식 조언 및 레시피

 

SCF875/02
손쉽게 만드는 영양 만점 이유

식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습니다. 필립스 아벤트 이유식 마스터로 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맛있는 음식을 쉽고 간

편하게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식 찜 요리

건강한 조리를 위한 고유의 찜 방식

더욱 편안해지는 식사 시간

편리한 용기 하나로 찜부터 블렌딩까지 한 번에

찜, 블렌딩, 해동 및 데우기로 직접 만드는 이유식

한 번에 4회 분량의 이유식을 조리할 수 있는 1000ml 용기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한 용기와 날, 분리가 용이한 물 탱크

신호음 알림

젖떼기의 모든 단계에 적합한 이유식 준비

퓨레에서 고형 이유식까지, 단계별 이유식

전문가의 조언과 엄선된 레시피

Emma Williams 박사의 맛있는 이유식 레시피

모든 레시피, 재미있는 비디오, 비법 및 요령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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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고유의 찜 기술

찜은 건강한 요리 방법입니다. 우리의 독특한 스팀

기술 덕분에 증기가 바닥에서 위쪽으로 순환하므

로 끓이지 않고도 모든 재료를 골고루 익힐 수 있습

니다. 블렌딩을 위한 영양분, 식감 및 식재료의 수

분이 보존됩니다.

찌고 뒤집어서 블렌딩

편리한 용기 하나로 영양이 풍부한 이유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를 찐 후에 용기를 들어 올려 뒤

집은 다음 제 자리에 놓아서 원하는 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각 이유 단계별 이유식

아주 곱게 블렌딩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 초기 이유

식부터 고기와 생선, 콩류를 섞어서 만드는 후기 이

유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4-in-1 이유식 마스터

는 이러한 단계별 이유식을 도와줍니다.

독특한 4-in-1 디자인

4-in-1 이유식 마스터를 사용하여 영양이 풍부한

이유식을 직접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을 바로

먹일 수도 있고 용기에 보관했다가 간편한 데우기

또는 해동 기능을 사용하여 나중에 먹일 수도 있습

니다.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레시피

아동 영양학자인 Emma Williams 박사의 도움으

로 아기가 생애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평생의 좋은

식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맛있고 신선한 조

리 레시피는 물론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이

유식 조언을 제공합니다.

한 번에 여러 번 먹을 분량의 이유식 제조

4-in-1 이유식 마스터를 사용하여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000ml

용기로 한 번에 4회 분량의 이유식을 조리할 수 있

어, 한 번 먹인 후 나머지를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

관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세척

4-in-1 이유식 마스터는 세척이 용이합니다. 용기

와 날이 분리형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며, 물 탱크 또한 세척 및 물 보충이

간편해 항상 깨끗한 스팀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및 더 살펴보기

아기 이유식에 관한 조언으로 가득한 앱을 다운로

드 받아보세요. 아기의 성장 단계에 맞춰 준비하기

쉽고 영양도 풍부한 다양한 종류의 레시피가 제공

됩니다. 단계별 조리 가이드와 재미있고 유용한 비

디오는 물론 순조로운 젖떼기를 위한 비법 및 요령

도 살펴보세요.

이유식이 준비되면 신호음으로 알림

이유식이 완성되면 신호음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림음이 울

리면 용기를 뒤집어 블렌딩한 후 아기에게 바로 먹

이거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먹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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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포함된 액세서리

주걱

보관 용기(120ml)

레시피 북

기술 사양

용량: 찜/고형식에 1L, 블렌딩/유동식에 720ml

코드 길이: 70 cm

전력 소비량: 400 W

전압: 220-240V, 50-60Hz

안전 등급: 1등급

원산지

중국

발달 단계

단계: 12개월 이상, 6 - 12개월,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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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EAN: 08 71010 37277 74

www.philips.com

http://www.phili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