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biancodipuroasia.com



Va
cu

um
pu

m
p VP

S0
1



2 EN

VPS01 Vacuum Pump
Your Perfect Green Choice

The Vacuum Pump System is an innovative product 
designed to keep the freshness and nutrition of your 
food. It includes an unique handheld Vacuum Pump 
that removes air from the patented jar and vacuum 
food bags.

The handheld Vacuum Pump works with a variety of 
accessories. Once the air is removed, it forms a tight 
seal around the food. This system prevents oxidation 
& growth of bacteria, and keeps your food fresh for 
longerer than other traditional storage methods and 
nutrients are well retained even after storage.

Air out,
Freshness in!

Preservation of
Freshness & Nutrients

High
Compatibility

Easy
Operation

Low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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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Pump

Accessories

Indicator

Release Button

250ml Container

Vacuum Foodbag 
X 5pcsPower adaptor

VPM01

VPC01

VPA01

Power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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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d ingredients to the jar and close 
    the lid.

5. Press the power button once. 
    Now the air gets pumped out.
    The indicator will show all green 
    when finished. 

6. Press the pressure release button 
    for a few seconds to release the 
    pressure between the pump and 
    accessory.

4. Put the vacuum pump onto VPA01. 

Usage of
VPA01 2. Put the VPA01 into the lid hollow. 3. Turn it clockwise until it locks in the 

    correct position. 

7. Now remove the pump and select a 
    program or start the blending 
    process ma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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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ut the vacuum pump onto the lid, 
    then press the power button once. 
    Wait until the indicator shows all green.

6. Press the pressure release button 
    for a few seconds to release the 
    pressure between the pump and the lid.

4. Close the vacuum storage lid and 
    turn it clockwise to lock it tight.

Release
Sealed Jar

and Storage 1. After blending, gently lift up one 
    side of the rubber cover to release 
    the pressure. 

2. Remove the lid. 3. Pour out the blended ingredients 
    into the vacuum storage container.

7. Now the pump can be removed and 
    the container is ready for storage.

* When using with VPC01, please ensure the container is standing still, not being placed horizontally to avoid any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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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t the food into the vacuum food 
    bag.

5. Press the pressure release button for 
a few seconds to release the pressure 
between the pump and the bag.

6. Remove the pump.4. Place the pump on top of the air 
    valve. Press the power button once. 
    Wait until the indicator shows all green.

Vacuum
Sealing with 

Foodbag 2. Pull the zipper. 3. Place it on a flat surface and 
    connect the accessory to the pump.

7. Now the food is ready for storage.

* If water pump in, please stop the device immediately and re-adjust the vacuum bag then proces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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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A01
Suitable for mixing container:
1,5 Liter container

VPC01
Suitable for mixing container:
250ml, 500ml

VPM01
Suitable for vacuum food 
bags

• Read this manual carefully before using the vacuum pump and keep it for future reference.
• Before connecting the power supply to a power outlet, make sure that it has the same voltage and frequency as your power supply.
• Use the vacuum pump only with the supplied plug-in power supply.
• The vacuum pump is only suitable for domestic use.
• Always disconnect the plug from the unit and the wall outlet after usage or while cleaning the vacuum pump.
• Never immerse the vacuum pump in water or other liquids.
• During the vacuum process, make sure that no liquid enters the vacuum pump. 
• When installing the vacuum adapter, make sure that it is firmly seated on the blender lid.
• Before using the vacuum pump, make sure that it will not fall over and that the vacuum adapter has been properly attached.
• Do not expose the vacuum pump to high temperatures, direct sunlight or other sources of heat.

The vacuum pump can be operated with 6 pcs. 1.5V AA batteries * or alternatively with the supplied plug-in power supply. If you use the plug in power supply, the power 
supply is exclusively via this plug. The connector for the hollow plug is located on the back of the pump.

* Batteries are not included; The inserted rechargeable batteries (accumulators) are not charged by the connected plug-in power supply. 

  Overview of accessories

  Safety instructions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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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vacuum accessories
Clean the vacuum accessories only with a lightly moistened cloth, do not use abrasive or corrosive detergents.

Cleaning the vacuum pump
Use a soft, slightly moistened cloth for external cleaning of the pump and the plug-in power supply. Do not use corrosive or abrasive cleaners.

Installing / Replacing the Batteries (6 pcs. 1.5V AA batterie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supply)

  Cleaning and battery replacement

Color
Power

Power supply
Batteries

Dimension
Packing dimension

Weight
Intended usage

Black
15 Watts
DC9V 2A
6 pcs. 1.5V AA batteries
(h) 170 mm x (w) 60 mm x (l) 67.5 mm
(h) 201.7 mm x (w) 229.7 mm x (l) 100 mm
511.8 g 
Only suitable for household use

  Technical data

1. Open the battery cover by turning
 anti-clockwise.

2. Remove the battery cover. 3. When replacing the batteries, make
 sure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polarities are correct.

4. Close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and tig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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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bianco di puro GmbH & Co. KG
Maarweg 255
D-50825 Cologne
Germany

Phone +49 221 50 80 80-0
Fax +49 221 50 80 80-10
Mail info@biancodipuro.com

bianco Co. Ltd
39-9, 64 Beon-gil, Maesongbook-gil, Measong-myeon, Hwaseong-city, S. Korea
Phone  82-31-294-4077
Fax  82-31-298-6136
Mobile  82-10-4887-4988
Internet Phone 070-8860-4077
Mail  askorea@bianco-asia.com

www.biancodipuroasia.com

Customer Service

bianco di puro GmbH & Co. KG
Maarweg 255
D-50825 Cologne
Germany

Phone +49 221 50 80 80-20
Fax +49 221 50 80 80-10
Mail kundendienst@bianco-di-puro.com

  Contact and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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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S01 진공펌프
완벽한 그린스무디 선택

진공 펌프 시스템은 식품의 신선도와 영양을 유지하도
록 설계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 특허 받은 용기와 진공 
푸드 백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독특한 손잡이 진공 펌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손잡이 진공 펌프는 다양한 액세서리와 함께 작동합니
다 . 공기가 제거되면 음식 주위에 단단한 밀봉이 형성됩
니다 . 이 시스템은 박테리아의 산화 및 번식을 방지하고 
다른 전통적인 보관 방법보다 오래 동안 음식을 신선하
게 유지하며 저장 후에도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

공기는 나오고 , 신
선함은 들어간다 !

신선도 및 영양소 보존

높은 호환성

쉬운 작동법

저전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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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펌프 액세서리

표시등

압력해제버튼

250ml 용기

Vacuum Foodbag 
X 5pcs전원 아답터 

VPM01

VPC01

VPA01

전원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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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에 내용물을 넣고 뚜껑을 닫으십
 시오 .

5.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 이제 공
 기가 빠져 나옵니다 .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등이 모두 녹색
 으로 표시됩니다 .

6. 압력 해제 버튼을 몇 초 동안 눌러 펌
 프와 부속품 사이의 압력을 제거하십
 시오 .

4. 진공 펌프를 VPA01 에 올려 놓습니
 다 .

VPA01
 사용하기 2. VPA01 을 뚜껑에 있는 홈에 맞추어

 넣습니다 .
3. 올바른 위치에 고정 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

7. 이제 펌프를 분리한 후 프로그램을 선
 택하거나 수동으로 시작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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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공 펌프를 뚜껑에 올려놓은 후 , 전
 원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 표시등이
 모두 녹색으로 표시 될 때까지 기다립
 니다 .

1. 블렌딩 후 고무 덮개의 한쪽 면을 조
 심스럽게 들어 올려 압력을 제거하십
 시오 .

6. 압력 해제 버튼을 몇 초 동안 눌러 펌
 프와 뚜껑 사이의 압력을 제거하십시
 오 .

4. 진공 보관 용기의 뚜껑을 닫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단단히 잠급니다 .

밀폐용기 압
력 제거 후 

보관하는 
방법 2. 뚜껑을 열어주세요 . 3. 내용물을 진공 보관 용기에 붓습니

 다 .

7. 펌프를 분리하면 용기를 진공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 VPC01 과 함께 사용할 때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기를 수평으로 놓지 말고 세워서 사용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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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을 진공 푸드 백에 넣으십시오 .

5. 압력 해제 버튼을 몇 초 동안 눌러 펌
 프와 진공백 사이의 압력을 제거하십
 시오 .

6. 펌프를 분리하십시오 .4. 공기 밸브 위에 펌프를 놓습니다 . 전원
 단추를 한 번 누릅니다 . 표시등이 모두
 녹색으로 표시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푸드 백을 이
용하여 진공 

밀봉하기 2. 지퍼를 당기십시오 . 3. 평평한 곳에 놓고 액세서리를 펌프에
 연결하십시오 .

7. 이제 음식을 보관할 준비가 되었습니
 다 .

* 워터 펌프를 넣을 때는 즉시 장치를 멈추고 진공 백을 다시 조정 한 다음 계속 진행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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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A01
혼합 용기에 적합 : 
1.5 리터 용기 

VPC01
혼합 용기에 적합 : 
250ml, 500ml

VPM01
진공 푸드 백에 적합

• 진공 펌프를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필요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
• 전원을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전압이나 주파수가 제품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 제공된 플러그인 전원 공급 장치로 진공 펌프를 사용하십시오 .
• 진공 펌프는 가정용으로만 적합합니다 .
• 사용 후에 또는 진공 펌프를 청소하는 동안 , 항상 플러그를 기기와 콘센트에서 분리하십시오 .
• 진공 펌프를 물이나 다른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
• 진공이 진행되는 중에는 진공 펌프에 액체가 들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진공 어댑터를 설치할 때 용기 뚜껑에 바르게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진공 펌프를 사용하기 전에 똑바로 세워 아답터가 올바르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진공 펌프를 고온 , 직사 광선 또는 기타 고온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진공 펌프는 1.5V AA 배터리 6 개로 작동하거나 제공된 AC 파워 아답터를 사용하십시오 . 플러그인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전용 아답터로 사용해주세요 . 중공 플러
그용 연결장치는 펌프 뒷면에 있습니다 .

배터리는 불포함 : 사용되는 충전 배터리는 연결된 플러그인 전원 공급 장치로 충전되지 않습니다 .

 액세서리 내용

 안전 주의 사항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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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과 배터리 교체하기

색상 :
파워 :

전원공급 
배터리 :

제품사이즈 :
포장사이즈 :

중량 :
의도 된 사용법 :

검정
15 와트
DC9V 2A
1.5V AA 배터리 6 개
높이 170mm x 넓이 60mm x 길이 67.5mm
높이 201.7mm x 넓이 229.7mm x 길이 100mm
511.8g
본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기술자료

진공 액세서리 세척하기
가볍게 적신 헝겊으로만 진공 액세서리를 청소하십시오 . 연마제나 부식성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진공 펌프 세척하기
펌프와 플러그 인 전원 공급 장치를 외부에서 청소할 때는 부드럽고 살짝 적신 천을 사용하십시오 . 연마제나 부식성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설치 및 교체하기 (1.5V AA 배터리 6 개 , 배터리는 제품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1. 배터리 커버를 돌려 엽니다 . 2. 배터리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 3. 배터리를 교체 할 때는 양극과 음극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4. 배터리 덮개를 닫고 조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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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및 서비스센터 
연락처

bianco di puro GmbH & Co. KG
Maarweg 255
D-50825 Cologne
Germany

Phone +49 221 50 80 80-0
Fax +49 221 50 80 80-10
Mail info@biancodipuro.com

bianco Co. Ltd
비앙코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매송면 매송북길 64 번지 39-9
전화번호: 82-31-294-4077
팩스: 82-31-298-6136
휴대폰: 82-10-4887-4988
사무실: 070-8860-4077
이메일: askorea@bianco-asia.com

www.biancodipuroasia.com

서비스센터 

bianco di puro GmbH & Co. KG
Maarweg 255
D-50825 Cologne
Germany

Phone +49 221 50 80 80-20
Fax +49 221 50 80 80-10
Mail kundendienst@bianco-di-pu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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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S01 電動真空泵
你的完美綠色生活選擇

電動真空泵系統是一種創新產品，旨在保持食材的新

鮮度和營養素。它包括一個獨特的手持式真空泵，用

於消除果汁杯和真空食品袋內的空氣。

真空泵可以配合一系列配件運作。一旦空氣被抽走，

就形成了密封的空間。於這個情況下可以防止食材氧

化和細菌的滋生，以及讓你的食物比其他傳統的儲藏

方法更新鮮，即使在儲存後也能保持良好的營養。

Air out,
Freshness in!

保持新鮮和營養

高兼容性

簡易使用

低電用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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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動
真空泵

配件

顯示屏

洩氣按鈕

250 毫升儲存小杯

食物真空袋
變壓器

VPM01

VPC01

VPA01

開關按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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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把食材放入果汁杯內並關上蓋子。

5. 按下啟動按鈕，空氣正在抽離，
 完成後顯示屏會變成綠色。

6. 按著洩氣按鈕數秒來釋放真空泵與
 連接器之間的壓力。

4. 把真空泵放置在 VPA01 連接器上 
 方。

VPA01
使用方法 2. 把 VPA01 連接器放到蓋子頂部缺口

 位置。
3. 順時針旋轉直到它鎖定在正確的位
 置。

7. 現在你可以取下真空泵，然後選擇
 所需的智能攪拌程序進行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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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把真空泵放置在儲存蓋上方，按下
 啟動按鈕，待顯示屏變成整個綠色。

1. 完成攪拌後，輕輕提起 VPA01 頂部
 的橡膠蓋來洩壓。

6. 按著洩氣按鈕數秒來釋放真空泵與
 連接器之間的壓力。

4. 蓋上 VPC01 真空儲存蓋，並順時針
 旋轉直到鎖緊。

密封果汁杯
消壓和儲存

方法 2. 打開果汁杯。 3. 把攪拌好的食物倒進儲存杯。

7. 現在你可以取下真空泵，儲存杯
 正處於真空儲存狀態。

*使用 VPC01 時，請確保儲存杯放置在平坦的桌面上，杯子不要傾斜，以免食物漏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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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把食物放入真空袋內。

5. 按著洩氣按鈕數秒來釋放真空泵與
 食物袋之間的壓力。

6. 現在你可以拿走真空泵。4. 把真空泵放置在食物袋的抽氣位置，
 按下啟動按鈕，待顯示屏會變成整
 個綠色。

VPM01 與
食物真空袋
使用方法 2. 拉緊密封拉鍊。 3. 把食物袋放在平坦的桌上，然後把

 VPM01 連接到電動真空泵。

7. 食物袋正處於真空儲存狀態。

* 如真空泵泵入水，請立即停止並重新調整真空袋，然後再次操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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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A01

能夠配合果汁杯

1.5 公升的果汁杯

VPC01

能夠配合

250 毫升，500 毫升小杯

VPM01 

能夠配合食物真空袋

• 在使用真空泵之前，請仔細閱讀本手冊並將其保存以供將來參考。

• 將電源連接到電源插座之前，確保它具有與電源相同的電壓和頻率供應。

• 只能使用附帶的變壓器使用真空泵。

• 真空泵只適用於家用。

• 使用後或清潔真空泵的時候，務必拔走電源插頭。

• 切勿將真空泵浸入水中或其他液體中。

• 在真空過程中，確保沒有液體進入真空泵。

• 安裝轉接器時，確保它完全鎖緊在果汁杯蓋上。

• 在使用真空泵之前，請確保它不會翻倒並且已正確安裝在轉接器上。

• 請勿將真空泵暴露在高溫，陽光直射或其他熱源下。

真空泵可以使用 6個 1.5V AA 電池 *或使用隨附的變壓器。如果您使用來自插頭電源，可以連接到真空泵背面的位置的插位。

*電池不包括在內 ; 如果使用充電電池並不會通過變壓器為電池進行充電。

 配件概覽

 安全守則

 電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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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潔配件

只能用輕微濕的抹布清潔真空泵用的配件，不要使用磨蝕性或腐蝕性清潔劑。

清潔真空泵主機

使用柔軟的稍微濕的抹布來清潔真空泵，不要使用腐蝕性或研磨清潔劑。

安裝和更換電池 (6 個 1.5V AA 電池，不包括在內。)

 清潔和更換電池

顏色
最大消耗功率 

變壓器 
電池
尺寸

包裝尺寸
重量

使用範圍

黑色
15 Watts
DC9V 2A
6 個 1.5V AA 電池（電池不包括在內）
(h) 170 mm x (w) 60 mm x (l) 67.5 mm
(h) 201.7 mm x (w) 229.7 mm x (l) 100 mm
511.8 g 
只適合家用

 產品規格

1. 逆時針旋轉打開上蓋 2. 取下電池蓋。 3. 更換電池時，確保正負極性正確。 4. 關好並扭緊上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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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客戶服務的聯繫方法

聯繫

bianco di puro GmbH & Co. KG

Maarweg 255

D-50825 科隆

德國

電話 +49 221 50 80 80-0

傳真 +49 221 50 80 80-10

電郵 info@biancodipuro.com

客戶服務

bianco di puro GmbH & Co. KG

Maarweg 255

D-50825 科隆

德國

電話 +49 221 50 80 80-20

傳真 +49 221 50 80 80-10

電郵 kundendienst@biancodipuro.com

bianco Co. Ltd

39-9, 64 Beon-gil, Maesongbook-gil, Measong-myeon, Hwaseong-city, S. Korea

電話 82-31-294-4077

傳真 82-31-298-6136

移動電話 82-10-4887-4988

網路電話 070-8860-4077

電郵 askorea@bianco-asia.com

www.biancodipuro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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