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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VILLE® 
RECOMMENDS 
SAFETY FIRST
At Breville® we are very safety conscious. 
We design and manufacture consumer 
products with the safety of you, 
our valued customer, foremost in mind. 
In addition we ask that you exercise 
a degree of care and adhere to the 
following preca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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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SAFEGUARDS
READ ALL INSTRUCTIONS 
BEFORE USE AND SAVE FOR 
FUTURE REFERENCE
• Remove and safely discard 
any packaging material and 
promotional labels before  
using the Vacuum Pump for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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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place the Vacuum Pump 
on or near a hot gas or electric 
burner, or where it could touch  
a heated oven.

• Do not blend any ingredients 
while the Vacuum Pump is 
operating. Always apply vacuum 
before blending.

• Do not blend without having the 
vacuum valve assembled to the 
inne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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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ensure the Vacuum 
Pump is completely assembled 
with four AA batteries properly 
inserted before use. The 
attachment will not operate 
unless properly assembled.

• Ensure the Vacuum Pump is 
pressed to OFF before removing 
or replacing the batteries.

• Use 4 x AA (1.5V alkaline) 
batteries only. No rechargeable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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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rechargeable batteries  
are not to be recharged.

• Batteries are to be inserted  
with the correct polarity.

• Exhausted batteries are to be 
removed from the appliance  
and safely disposed of.

• Different types of batteries  
or new and used batteries are  
not to be mixed.

• The supply terminals are not  
to be short-circu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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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incinerate this appliance 
even if it is severely damaged.

• Do not put batteries in or near 
fire, the batteries can explode  
in a fire. 

• Always remove the batteries if 
the Vacuum Pump will not be 
used for six (6) months or longer.

• Do not attempt to operate the 
Vacuum Pump by any method 
other than those described in  
thi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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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place anything on top of 
the Vacuum Pump when stored.

• Keep the Vacuum Pump clean. 
Follow the cleaning instructions 
provided in this book. 

• The attachment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unless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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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ttachment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ttachment.

• It is recommended to regularly 
inspect the attachment. To avoid  
a hazard do not use the attachment 
if it becomes damaged in any 
way. Return the entire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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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nearest authorised Breville® 
Service Centre for examination 
and/or repair. 

• Any maintenance other than 
cleaning should be performed  
at an authorised Breville®  
Service Centre.

• This attachment is for household 
use only. Do not use this 
attachment for anything other 
than its intended use.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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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in moving vehicles or boats. 
Do not use outdoors. Misuse  
may cause injury.

• Do not use BBL002 Inner Cap 
with Vacuum Valve to blend 
hot liquids.

• The Vacuum Pump is only 
intended for use with Breville® 
blenders that come with  
a Vacuum Blend Lid.

SAVE THESE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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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A. Vacuum Pump 
Housing

B. Power Button
C. Battery Compartment

D. Vacuum Pump Base
E. 4 x AA Batteries
F. Inner Cap with 

Vacuum Valve



14

Functions

BEFORE FIRST USE
Remove and safely discard any packaging 
material or promotional labels before 
using the attachment for the first time.
1. Open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by twisting the Vacuum Pump 
housing to the right side while 
holding the Vacuum Pump Base.  

2. Insert the batteries correctly and press 
firmly to click into position. 

3. Replace the Vacuum Pump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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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VACUUM PUMP
Applying a vacuum pressure within the blender jug before 
blending green smoothies and vegetable dips can enhance 
flavours, change the texture and improves the overall  
taste experience. 
We do not recommend using the Vacuum Pump for all 
blending processes. For example, dairy based mixes taste 
better with air bubbles. 
Also, if your food doesn’t have a 
liquid element - herbs, spices, or nuts, 
for example - vacuum blending will 
not have a noticeable impact.
1. To get started, fill the blender with 

ingredients and close the lid firmly. 
2. Replace the inner cap of the blender 

lid with the inner cap of the vacuum 
pump. 

3. Place the Vacuum Pump on top of 
the Inner Cap with Vacuum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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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ess the POWER Button to 
turn on the Vacuum Pump. The 
Vacuum Pump will 
automatically stop once a 
vacuum pressure is reached.

5. Remove the Vacuum Pump 
from the blender lid. 

6. Operate blender as per manual. 
7. Press the Vacuum Valve to 

release vacuum pressure from 
the blender jug for easy 
removal of the blender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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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Always wait until the Vacuum Pump has stopped before 
turning on the blender. Do not blend any ingredients while 
the Vacuum Pump is operating, as this could cause damage 
to the pump.  

LIGHTS AROUND POWER BUTTON
A white LED ring will be visible around the Power Button 
when the Vacuum Pump is in operation.
If the battery becomes low, the LED ring will flash red 
for 5 seconds after vacuuming. In this case, the Vacuum 
Pump won't be able to achieve vacuum pressure anymore. 
Please change all 4 batteries and dispose of the ol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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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 Cleaning
INNER CAP WITH VACUUM VALVE
• Can be cleaned in dishwasher
• For thorough cleaning remove the Vacuum Valve 

from Inner Cap for hand-cleaning. 

VACUUM PUMP
• Always ensure the Vacuum Pump is kept clean  

after each use.
• Wipe the Vacuum Pump with a clean, damp cloth  

after each use.   
Do not use harsh abrasives or caustic cleaning products 
when cleaning this attachment.

• Ensure the Vacuum Pump is thoroughly dry afte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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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ever immerse the Vacuum Pump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Do not place the Vacuum Pump in the dishwasher.

STORAGE
Store the Vacuum Pump on a flat, dry surface. 
Always remove the batteries if the Vacuum Pump 
will not be used for six months or longer. 

WARNING

KEEP BATTERIES OUT OF REACH  
OF CHILDREN
Dispose of used batteries immediately an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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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2 YEAR WARRANTY
Breville provides product warranty 
for domestic use in specifi ed territories 
for 2 year from date of purchase by faulty 
workmanship and materials. During this 
warranty period, Breville will provide repairs 
and replacement for any defective product 
(based on Breville’s Warranty Policy).

Also, all legal warranty rights under 
Korea’s legislation will be protected and 
will not be impaired by our warranty. For 
full terms and conditions on the warranty, 
as well as instructions on how to make 
a claim, please visit www.breville.com/kr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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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VILLE®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Breville®은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아울러 제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의 
예방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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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지침
사용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진공	펌프을	처음	사용하기	전,	
포장재와	판촉	라벨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고압	가스나	전기	버너	위나	근처	
또는	가열된	오븐에	닿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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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진공	펌프를	놓으면		
안	됩니다.
•	진공	펌프가	작동	중일	때는	
재료를	블렌딩하면	안	됩니다.	
진공은	항상	블렌딩	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캡에	진공	밸브를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렌딩하면		
안	됩니다.
•	사용	전	항상	4개의	AA	배터리가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또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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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가	완전히	조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부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진공	펌프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AA(1.5V	알카라인)	배터리	4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식	
배터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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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충전식	배터리는	재충전이		
안	됩니다.
•	극성을	맞추어	배터리를	
삽입해야	합니다.
•	다	쓴	배터리는	제품에서	
분리하여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다른	종류의	배터리	또는	새	
배터리와	이미	사용했던	배터리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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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에	합선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	심하게	손상된	경우라도	절대	이	
제품을	소각하면	안	됩니다.
•	배터리를	불	근처에	두거나	
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기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	진공	펌프를	육(6)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상	
배터리를	빼	놓으시기	바랍니다.



9

•	이	책자에	설명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진공	펌프를	작동하면	
안	됩니다.
•	진공	펌프	보관	시,	제품	위에	
아무	것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	진공	펌프를	깨끗하게	관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명시된	청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이	부속품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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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	그러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부속품	
사용에	관해서	감독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어린이가	부속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	부속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속품이	어떤	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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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경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검사	및/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인	Breville®	서비스	
센터에	부속품을	맡겨야	합니다.	
•	모든	유지	보수(청소	제외)는	
공인	Breville®	서비스	센터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이	부속품은	가정용입니다.	
이	부속품을	원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차량,	선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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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뜨거운	액체를	블렌딩할	때는	
진공	밸브가	장착된	BBL002	내부	
캡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진공	펌프는	진공	블렌드	뚜껑이	
포함된	Breville®	블렌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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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공 펌프 덮개
B. 전원 버튼
C. 배터리 함

D. 진공 펌프 베이스
E. AA 배터리 x 4
F. 진공 밸브가 장착된  

내부 캡

제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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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하기 전에
부속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	포장재	
또는	판촉	라벨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1.	 진공	펌프	베이스를	잡은	상태에서	
진공	펌프	커버를	오른쪽으로	돌려	
배터리	함	뚜껑을	엽니다.

2.	 배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하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세게	누릅니다.	

3.	 진공	펌프	덮개를	다시	덮습니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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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펌프 사용법
그린	스무디와	야채	딥을	블렌딩하기	전에	블렌더	용기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	풍미와	질감이	향상되어	요리가	
전체적으로	더	맛있어집니다.	
모든	재료를	진공	펌프를	사용해	블렌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을	블렌딩하는	경우	기포가	
있을	때	더	맛있습니다.	
또한	음식에	액체	성분이	없는	경우	
(예:	허브,	향신료,	견과류),	진공	
블렌딩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1.	 시작하려면	블렌더에	재료를	넣고	
뚜껑을	단단히	닫습니다.	

2.	 블렌더	뚜껑의	내부	캡을	진공	
펌프의	내부	캡으로	교체합니다.	

3.	 진공	밸브가	장착된	내부	캡	위에	
진공	펌프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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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	버튼을	눌러	진공	펌프를	
켭니다.	진공	압력에	도달하면	
진공	펌프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5.	 블렌더	뚜껑에서	진공	펌프를	
분리합니다.	

6.	 설명서에	따라	블렌더를	
작동합니다.	

7.	 블렌더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진공	밸브를	눌러	
블렌더	용기의	진공	상태를	
해제합니다.	



17

항상	진공	펌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	블렌더를	켜야	
합니다.		
펌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진공	펌프가	작동	중일	때에는	
재료를	블렌딩하면	안	됩니다.	

전원 버튼 주위 표시등
진공	펌프가	작동	중일	때는	전원	버튼	주위에	흰색	LED	
링이	표시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LED	링이	5초	동안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이	경우	진공	펌프는	진공	처리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4개	모두를	교체하고	사용한	
배터리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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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청소
진공 밸브가 장착된 내부 캡
•	식기세척기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	완벽한	청소를	위해	내부	캡에서	진공	밸브를	분리하여	
손으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진공 펌프
•	매	사용	후,	진공	펌프를	세척해	깨끗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	매	사용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진공	펌프를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품	청소	시	거친	연마제나	부식성	세척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청소	후,	진공	펌프가	완벽하게	건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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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절대	진공	펌프를	물	또는	기타	액체에	담그면	안	됩니다.	
진공	펌프는	식기세척기로	세척하면	안	됩니다.

보관
진공	펌프는	평평하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진공	펌프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상	배터리를	제거해	두어야	합니다.	

경고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한	배터리는	즉시	안전하게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20

2년 품질 보증
Breville은	구입일로부터	2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잘못된	
제조	공정	및	자재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기간	동안	Breville	
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수리	또는	교체를	
제공합니다(Breville의	보증	정책에	따름).
또한,	고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보호되며	Breville의	보증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적	권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Breville의	보증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고객센터에	대한	문의	방법을	살펴	보시려면	
www.breville.com�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보증



21

2년 품질 보증
Breville은	구입일로부터	2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잘못된	
제조	공정	및	자재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기간	동안	Breville	
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수리	또는	교체를	
제공합니다(Breville의	보증	정책에	따름).
또한,	고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보호되며	Breville의	보증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적	권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Breville의	보증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고객센터에	대한	문의	방법을	살펴	보시려면	
www.breville.com�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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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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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브레빌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3층 125호 (대치동)

고객 서비스 센터:	080-822-1691

Copyright Breville Pty. Ltd. 2022. 

지속적인	제품	개선으로	인해,	본	책자에	담긴	제품	삽화	및	사진은	실제		
제품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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