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 전동 유축기

 

외출용 전동 유축기

 
SCF292/13

편안한 유축을 위한 디자인
실제 모유 수유 방법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설계

필립스의 독창적인 외출용 BPA free 유축기는 개인별 유축 리듬을 학습하여 이를 유지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는 전자식

메모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장점 및 기능:

유축 리듬 기억 및 유지

여행용 보호 가방 및 쿨팩 포함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줌

자연스럽게 보다 풍부한 양의 모유를 유축

원활하고 신속한 유축

부드러운 마사지 쿠션은 실제 아기가 빠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유축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안정적인 유축을 위하여 실제 아기의 젖빨기 자세를 모방한 부드러운 진공 상태

세 가지 모드로 사용 가능

주전원, 배터리 전원 및 수동 사용



싱글 전동 유축기 SCF292/13

주요 제품 사양

여행용 보호 가방 및 쿨팩 포함

아이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유를 유축하고 보관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부드러운 마사지 쿠션

필립스 아벤트 유축기의 특허 받은 마사지 쿠션이

안팎으로 휘면서 실제 아기가 젖을 빠는 동작을 모

방하여 빠르고 자연스러운 유축을 가능하게 해 줍

니다.

부드러운 진공 상태 유지

부드러운 진공 상태는 아기의 젖빨기와 유사한 상

태를 만들어 안정적인 모유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유축이 이루어집니다.

유축 리듬 기억 및 유지

전자식 메모리가 개인별 유축 리듬을 기억하며 버

튼을 누르면 기억된 리듬으로 맞춤 유축이 가능합

니다.

주전원, 배터리 및 수동

이 싱글 전동 유축기는 주전원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원 또는 수동 유축 방식으로도 작동하므로 원하

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다 풍부한 양의 모유를 유축

아기의 곁에 없을 때에도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유축이 가능합니다.

 

발달 단계

단계: 0 - 6개월

Voltage: 100-240 V

England: 가능*

구성품

모유 저장 용기(125ml/4oz): 2 pcs

바닥 받침대/주입구 덮개: 2 pcs

여행용 신생아 젖꼭지 팩: 1 pcs

쿨팩: 2 pcs

여분 부품: 1 pcs

모유 저장 용기(260ml/9oz): 1 pcs

구성품

배터리 팩: 1 pcs

전원이 끊길 경우를 위한 수동 유축기 부품: 1

극세사 여행용 가방: 1 pcs

전원 코드: 1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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