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벤트(AVENT) 내추럴 싱글 전
동유축기(전동식 모유착유기)
아벤트 내추럴 유축기(모유착유기)
125ml 아벤트 내추럴 젖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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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안하게 더 많은 양의 모유를 유축
아벤트 내추럴 싱글 전동유축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마사지 쿠션
포함
엄마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 더 원활한 수유가 촉진됩니다. 필립스는 엄마의 보다
편안한 유축을 위해 내추럴 유축기(모유착유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부드러운 마사지 쿠션이 모유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
시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일 필요 없이 편안한 자세로 유축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한 유축 자세
모유의 원활한 흐름을 부드럽게 촉진
포근한 느낌의 부드러운 마사지 쿠션
기타 장점
간단한 부품 구성으로 조립이 용이
가벼운 컴팩트형 디자인
다른 필립스 아벤트 수유 제품과 호환 가능
부품의 수가 적어 세척이 용이
버튼으로 조작하는 손쉬운 작동
가장 편안한 모드 선택
부드러운 촉진 모드와 3가지 유축 모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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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사양

더욱 편안한 자세

컴팩트한 디자인
컴팩트한 디자인의 내추럴 유축기는 가슴에 편안
하게 밀착되고 손에 꼭 맞게 잡고 있을 수 있습니
다. 작고 가벼운 본체는 유축시 엄마의 손이 닿는
위치에서 유축 리듬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며, 튜브를 본체로 감을 수 있어 이동과 보관이
더욱 편리합니다.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어 여행시
에도 편리합니다.

내추럴 유축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일 필요 없이 똑
바로 앉은 자세에서도 모유가 직접 젖병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보다 더 편안한
자세로 유축이 가능합니다. 이제 유축할 때도 편안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내추럴 유축기가 자연스러
운 유축을 도와줍니다.
간편한 유축 모드 선택
전원을 켜면 유축기가 자동으로 부드러운 촉진 모
드로 시작되어 모유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줍니다.
부드러운 촉진모드로 시작 후 3가지 유축 모드 중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모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
다.

손쉬운
부품의
모유가
제외한
다.

세척
수가 적어 세척이 용이합니다. 또한 유축한
튜브나 본체에 닿지 않습니다. 전기 부품을
모든 부품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합니

손쉬운 작동
내추럴 싱글 전동 유축기는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여 유축을 자주 하는 엄마에게 이상
적인 유축기입니다.
간편한 조립
부품 구성이 간단하여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아벤트 제품과 호환 가능
내추럴 유축기는 클래식 젖병 및 모유 저장 용기 등
다양한 필립스 아벤트 수유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
니다. 또한 필립스 아벤트에서는 편안한 모유 수유
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유 수유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마사지 쿠션

개발 단계
단계: 0 - 6개월
England: 가능*
재질
유축기: 폴리프로필렌, BPA free*
Extra soft newborn ﬂow nipple: 1 pcs
젖병 디자인: 인체공학적 디자인, 넓은 젖병 입구
젖병: 폴리프로필렌, BPA free*
유축기 디자인: 컴팩트한 디자인
젖꼭지: 실리콘, BPA free*
Sealing disc for milk storage: 1 pcs
포함된 항목
일회용 수유패드: 2 (낮 전용 패드 2개 & 밤 전용
패드 2개) pcs
내추럴 젖병 125ml: 1 pcs
유축기 본체: 1 pcs
마사지 쿠션(표준 사이즈): 1 pcs
튜브가 포함된 본체: 1 pcs
여분의 다이어프램: 1 pcs
유축기
재질: BPA free*
유축기 사용: 간편한 조립, 손쉬운 세척, 아벤트 제
품과 호환 가능
기능
몸을 앞으로 기울일 필요 없음: 편안한 자세에서
유축
부드러운 마사지 쿠션: 원활한 유축 촉진
설정: 3가지 유축모드, 1가지 촉진 모드

당사의 마사지 쿠션은 벨벳 같은 새로운 느낌의 소
재로 만들어져 있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고 부드
럽고 편안하게 모유의 흐름을 촉진해줍니다. 쿠션
은 아기의 빠는 동작을 흉내내어 부드럽게 모유 흐
름이 촉진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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