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벤트(AVENT) 3-in1 전기 스팀소독기
아벤트 스팀소독기
6분 만에 소독 가능
6개 필립스 아벤트 젖병 사용 가능
조절 가능한 3-in-1 디자인
SCF284/02

편리하고 효과적인 살균
크기 조절 가능한 스팀소독기로 주방 공간 절약
필립스 아벤트의 새로운 전기 스팀소독기(SCF284/02)는 최대한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크기 조절이 가능해 주방 공간을 작게 차지하며 좁은 병목의 젖병
뿐만 아니라 넓은 병목의 젓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공간 절약형 3-in-1 디자인
3-in-1 모듈식 스팀 소독기 디자인
천연 스팀을 사용한 효과적인 살균
천연 스팀 살균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
뚜껑을 열지 않을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살균
빠른 소독과 자동 전원 차단 기능
여러 가지 젖병 유형 및 기타 제품 사용 가능
넉넉한 디자인
다양한 젖병, 유축기 및 액세서리 소독
쉬운 세척 및 안전한 살균
쉬운 세척 및 안전한 살균

아벤트(AVENT) 3-in-1 전기 스팀소독기

SCF284/02

주요 제품

사양

유연한 3-in-1 소독기

빠른 살균

원산지
원산지: 터키
구성품
전기 스팀 소독기: 1개
집게: 1개 개입
소비전력
전압: 220-240 V

이 소독기의 고유한 모듈형 디자인 덕분에 젖병과
액세서리를 유연하게 넣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
다. 넣고 꺼내는 방법이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방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소독은 6분간 지속됩니다. 이후에는 소독기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짧은 소독 시간 함께 안전하
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한 디자인

발달 단계
단계: 0 - 6개월
재질
폴리프로필렌: 가능*

천연 스팀 살균
크기 및 무게
규격: 290 x 160 x 150(w x d x h) mm
중량: 1.5 kg
호환성
필립스 아벤트 호환 제품: 가능*

소독기는 천연 스팀을 통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젖병과 기타 제품을 소독하여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줍니다. 젖병 및 기타 제품을 모두
살균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6개의 330ml/11oz 필립스 아벤트 클래식 및 내추
럴 젖병을 한꺼번에 넣고 소독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디자인

기술 사양
전력 소비량: 650 W
전압: 50-60Hz
안전 등급: 1등급

최대 24시간 동안 살균

필립스 아벤트의 독특한 분리형 디자인으로 열판
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항상 깨끗한 스팀으로
소독할 수 있습니다.
소독기는 뚜껑을 열지 않을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젖병, 유축기 등의 내용물을 살균 상태로 유지합니
다.

여러 가지 젖병 유형과 호환
소독기는 표준 입구의 젖병과 넓은 입구의 젖병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축기 및 액세서리
같은 기타 유아 제품도 소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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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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