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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recycled paper
>75% 循环再造纸

English

Thank you for choosing Philips Milk Circuit Cleaner. 
You can now clean the entire milk circuit of your 
espresso machine. We advise you to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user manual of your machine. To 
ensure perfect hygiene, use the Milk Circuit Cleaner 
every month.
You can use Philips Milk Circuit Cleaner for machines 
with a milk carafe and for machines with an 
automatic milk frother.

Instructions for machines with milk carafe
1 Pour Philips Milk Circuit Cleaner into the milk 

carafe and add water up to the Max indication.
For machines that have a milk carafe (Fig. 1) and an 
automatic carafe cleaning function in the menu:
 - Start the cleaning cycle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n the user manual of your machine.
For machines that have a milk carafe but do not have 
an automatic carafe cleaning function and require 
manual cleaning:
 - Select the hot milk dispensing function to start the 

cleaning cycl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user 
manual of your machine to complete the cleaning 
cycle.

Instructions for machines with automatic 
milk frother
1 If your machine has an automatic milk frother 

(Fig. 2), pour Philips Milk Circuit Cleaner into a 
container. Add 500 ml of lukewarm water and let 
it dissolve completely.

2 Insert the tube into the container.
3 Put a cup under the spout.
4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user manual of your 

machine to complete the cycle.

Important
 - Do not drink the solution of water and milk circuit 

cleaner dispensed during the cleaning cycle.
 - Do not use the milk circuit cleaner for any other 

purpose than to clean the milk circuit.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In case of skin contac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package.

简体中文

感谢您选购飞利浦牛奶回路清洁剂。 现
在，您可以彻底清洁意式浓缩咖啡机的
牛奶回路。 建议您遵循咖啡机用户手册
中的说明。 每个月使用牛奶回路清洁剂
进行清洁，保证良好的卫生状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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带奶缸的咖啡机和带自动奶泡器的咖啡
机都可以使用飞利浦牛奶回路清洁剂进
行清洁。
带奶缸的咖啡机操作说明
1 将飞利浦牛奶回路清洁剂倒入奶缸

中，并加水至 Max（最高）水位标
示。

对于带奶缸并且菜单中含有奶缸自动清
洁功能的咖啡机 (图 1)：
 - 根据咖啡机用户手册中的说明，启

动清洁周期。
对于带奶缸，但不含奶缸自动清洁功
能，需手动清洁的咖啡机：
 - 选择热牛奶流出功能，启动清洁周

期。 遵循咖啡机用户手册中的说
明，完成清洁周期。

带自动奶泡器的咖啡机操作说明
1 如果咖啡机配有自动奶泡器，将飞

利浦牛奶回路清洁剂倒入一个容器
中 (图 2)。 加入 500 毫升温水，使
清洁剂完全溶解。

2 将奶管插入到容器中。
3 在流出口下放一个杯子。
4 遵循咖啡机用户手册中的说明，完

成清洁周期。

注意事项
 - 请勿饮用清洁周期过程中流出的水

和牛奶回路清洁剂液体。
 - 除清洁牛奶回路之外，请勿将牛奶

回路清洁剂用于其他用途。
 - 请置于儿童接触不到的地方。
 - 为避免接触皮肤，请遵循包装上的

说明。

繁體中文

感謝您選購 Philips 牛奶管路清潔劑。 現在您可清潔義
式濃縮咖啡機的整個牛奶管路。 建議您依照咖啡機使
用手冊的說明操作。 為確保衛生清潔，請每個月都使
用牛奶管路清潔劑。
Philips 牛奶管路清潔劑適用於裝設有牛奶罐或自動奶
泡機的咖啡機。

以下說明適用於配備牛奶罐的咖啡機
1 將 Philips 牛奶管路清潔劑倒入牛奶罐，並將水加

到 MAX 刻度。
配備牛奶罐 (圖 1)且選單中有自動牛奶罐清潔功能的
咖啡機：

 - 請依照咖啡機使用手冊中的說明開始進行清潔循
環。

配備牛奶罐但無自動牛奶罐清潔功能，需要手動清潔
的咖啡機：
 - 選擇熱牛奶供給功能，以開始清潔循環。 請依照

咖啡機使用手冊的說明完成清潔循環。

以下說明適用於配備自動奶泡機的咖啡機
1 若您的咖啡機裝設有自動奶泡機 (圖 2)，請將 

Philips 牛奶管路清潔劑倒入容器， 並加入 500 
毫升的溫水，待清潔劑完全溶解。

2 將管子插入容器。
3 將杯子放在流出口下方。
4 請依照咖啡機使用手冊的說明完成循環。

重要事項
 - 請勿飲用咖啡機於清潔循環期間所排出的牛奶管

路清潔劑水溶液。
 - 牛奶管路清潔劑僅供清潔牛奶管路，請勿用於其

他用途。
 - 避免兒童拿取。
 - 若不慎與皮膚接觸，請依照包裝上的說明處理。

한국어

Philips 우유 배출구 세척제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의 우유 배출구 전체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해당 머신의 사용 설명서에 나온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위생을 유지하려면 우유 배출구 
세척제를 매달 사용하십시오.
밀크 카라페가 있는 머신과 자동 우유 거품기가 있는 
머신에 Philips 우유 배출구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크 카라페가 있는 머신 세척 지침
1 Philips 우유 배출구 세척제를 밀크 카라페 안에 붓고 

물을 MAX 표시선까지 채우십시오.
밀크 카라페 (그림 1)가 있으며 메뉴에 자동 카라페 세척 
기능이 있는 머신의 경우:
 - 해당 머신의 사용 설명서에 나온 지침에 따라 세척 

과정을 시작합니다.
밀크 카라페가 있지만 자동 카라페 세척 기능이 없어 
수동으로 세척해야 하는 머신의 경우:
 - 뜨거운 우유 추출 기능을 선택하여 세척 과정을 

시작합니다. 머신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세척 
과정을 완료합니다.

자동 우유 거품기가 있는 머신 세척 지침
1 머신에 자동 우유 거품기 (그림 2)가 있는 경우, 

Philips 우유 배출구 세척제를 용기에 붓습니다. 
미온수 500ml를 붓고 완전히 녹입니다.

2 용기에 튜브를 삽입합니다.
3 배출구 아래에 컵을 놓습니다.
4 머신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세척 과정을 

완료합니다.

중요 사항
 - 세척 과정 중에 물과 우유 배출구 세척제를 배합한 

용액을 마시지 마십시오.
 - 우유 배출구를 세척하는 이외의 다른 용도로 우유 

배출구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시오.
 - 피부에 닿았을 경우 포장에 명시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