릿첼

치발기

잇몸에 부드러운 소재와 씹을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 입과 손을 자극하여 이가 나기
시작할 무렵의 가려움을 덜어줍니다.

3개월 무렵부터

(외출용 케이스 포함)

전자레인지 소독・열탕소독・약품소독 OK
여러가지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잇몸과 입술에 자극을 주는
넓은 치발기 부분

무엇이든 씹으려는
아기에게

시리즈 소개

흔들면 소리가 나는 컬러 볼

해님 치발기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기에게는

아기가 잡기 쉬운 손잡이

「달님 치발기」

릿첼

릿첼

치발기

잇몸에 부드러운 소재와 씹을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 입과 손을 자극하여 이가 나기
시작할 무렵의 가려움을 덜어줍니다.

3개월 무렵부터

(외출용 케이스 포함)

울퉁불퉁한 면이 잇몸과
입술에 자극

잇몸에 부드러운 소재와 씹을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 입과 손을 자극하여 이가 나기
시작할 무렵의 가려움을 덜어줍니다.

손가락 대신 빨 수 있는
입체적인 모양

시리즈 소개

아기가 잡기 쉬운 손잡이

달님 치발기

3개월 무렵부터

(외출용 케이스 포함)

전자레인지 소독・열탕소독・약품소독 OK

전자레인지 소독・열탕소독・약품소독 OK

무엇이든 씹으려는
아기에게

치발기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컬러볼

손가락 빨기를
좋아하는 아기에게는

손가락 빨기를 좋아하는
아기에게는

울퉁불퉁한 면이 잇몸과
입술에 자극

거북이 치발기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컬러볼

「거북이 치발기」

시리즈 소개

무엇이든
씹으려는 아기에게는

「해님 치발기」
아기가 잡기 쉬운 손잡이

손가락 빨기를
좋아하는 아기에게는

사용상의 주의

경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읽으신 후에는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보호자의 시선이 닿는 범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유아의 돌발행동으로 상처나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상처나 파열・결함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상처나 파열・결함이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유아가 잠이 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제품을 유아에게서 분리시켜 주십시오.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

「달님 치발기」

「해님 치발기」

유아가 여러방향으로 씹으므로 제품이 눈 부위를 찌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의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씹으려는 아기에게는

「거북이 치발기」

세척・소독・보관 방법
사용후에는 즉시 미지근한 물에 담가 세제 등으로 세척・소독하여 주십시오.
약품소독시에는 유아 전용 소독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사용시에는 각 소독액의 사용방법을 따라 주십시오.
세척・소독 후에는 본 제품에 들어간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케이스에 넣은 후
보관하여 주십시오.

처음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세척・소독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 소독시에는 각 소독용품의 취급방법을 따라 주십시오.
열탕소독시에는 큰 냄비에 더운 물을 끓인 후, 열원을 끄고 5분 정도 담구어 소독하여 주십시오.

원료수지

치발기 본체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플라스틱 부분 폴리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케이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을 화기 부근에 두지 마십시오. 변형이나 변질의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열탕소독은 제품을 빨리 상하게 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케이스는 소독하지 마십시오.

상품의 품질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수입원：주식회사 릿첼 코리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31 (동교동203-9) 201호 대표전화 02)701-2091

http://www.richellkr.com

내열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