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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om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폰 :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Lovoom 검색하여 다운로드
Apple 폰 : Apple store에서 Lovoom 검색하여
다운로드
주의: 설치 후 위치정보,미디어정보,마이크스피
커 접근 허용을 모두 허용으로 하셔야 하시고,
GPS도 On 상태이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계정생성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SIGN UP] 을 눌러 계정생성을 합니다.

계정생성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Submit]을 누릅니다.

ID 는 8글자에서 30자 이내 이메일 형식으로 넣
습니다. (예. mycam@mycam.com)
패스워드는 : 8글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휴대폰 연결하기 (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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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붐기계의 전원을 연결합니다.

러붐기계가 좌/우 90도씩 회전 후 정면을
향할때 까지 기다린 후, [NEXT] 버튼을 누릅니
다.

*러붐 T20은 12V DC전원을 사용하므로 , 
휴대폰 충전기를 연결하거나 , 휴대폰을 충전
하는데 사용하시면 않됩니다.

[OK] 버튼을 누릅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켜져있음을 확인하라는
메시지 입니다.

휴대폰 연결하기 (2)
p2



안 보이는 경우 리프레쉬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 보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경우
와이파이 설정에서 RTEST가 선택되었는지 확인.

러붐 앱에서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RTEST-…. 가 보이게 되며, RTEST-..
를 선택합니다.

[WIFI] 리스트에서 [RTEST-…] 를
선택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RTEST-12345-xx-xx ‘ 와 RTEST
로 시작하는 글자가 보이면 선택합니다.
알 수 없는 인터넷연결 등의 팝업 창이 나와도
무시하시고 , 러붐 앱으로 이동합니다.

RTEST-12345-xx-xxx

휴대폰 우측상단을 쓸어내려 와이
파이 버튼을 누릅니다.

러붐 앱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파이 설
정 창에서 와이파이 버튼을 누릅니다.

리프레쉬 버튼

휴대폰 연결하기 (3)  - Android (삼성,LG등)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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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붐 앱에서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RTEST-…. 가 보이게 되며, RTEST-..
를 선택합니다.

[WIFI] 리스트에서 [RTEST-…] 를
선택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RTEST-12345-xx-xx ‘ 와 RTEST로
시작하는 글자가 보이면 선택합니다.
알 수 없는 인터넷연결 등의 팝업 창이 나와도
무시하시고 , 홈버튼을 눌러 러붐 앱으로 이동
합니다.

홈버튼을 눌러 휴대폰 설정 창에서
[Wi-Fi] 를 선택합니다.

러붐 앱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 기기
설정 창으로 이동하셔서 [Wi-Fi]버튼은 누릅니
다.

리프레쉬 버튼

안 보이는 경우 리프레쉬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 보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경우
와이파이 설정에서 RTEST가 선택되었는지 확인.

휴대폰 연결하기 (3)  - iOS (애플폰)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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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름입력 후, [AP information] 빈칸을
선택.

카메라 이름은 한글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집의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 
패스워드를 정확히 넣으셔야 합니다.(5G는 지
원하지 안습니다.)

패스워드는 인터넷 공유기 표면에 스틱커가 붙어 있거
나 ,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넣어야
하며 , 비번을 모르는 경우 공유기 관리자에게 문의
(비밀번호가 정확해야 연결이 됩니다.대소문자 구분하
여 정확하게 입력) ,연결 실패하는 경우의 대부분 경우
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password]를 정확히 입력 후, [wifi setting] 버
튼을 누릅니다.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비밀번호가 정확해야 연결이 됩니다.대소문자
구분하여 정확하게 입력)

KT wifi

Ip time 5G

Ip time 2.4G

p5휴대폰 연결하기 (4)  - iOS / Android 공통



[NEXT] 버튼이 활성화 되면 [NEXT]버튼을 누
릅니다.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러붐이 공유기와의 거리가 먼 경우 , 연결 실패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경우 [confirm] 이 나오며,
[confirm]버튼을 누릅니다. 

러붐에 무선 공유기를 설정하였으며 , 무선공유
기의 비번설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진과 같은 영상이 나오고, 1-2분 지나면 러붐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않나오는 경우 앱을 종료하고 다시 로그인 하거나 러
붐 전원을 껏다가 다시 켜면 보입니다

p6휴대폰 연결하기 (5)  - iOS / Android 공통



실패하는 경우 Fail 이미지가 나오게 되며,
러붐 바닥면에 RESET 버튼을 10초 이상 눌러
야 합니다. 이 후 앱을 종료하고 다시 로그인
하여 처음부터 설치 하셔야 합니다. 

Fail 이미지가 보이는 이유

1) 휴대폰의 와이파이 기능 불량
2) AP information에서 5G 를 선택한 경우
3) 안드로이드나 애플 휴대폰 이외의 폰 인경우

본사 홈페이지 www.lovoom.net/support 에 [한글메뉴얼]
들어가시면 자주묻는 질문과 , 한글 매뉴얼 동영상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Lovoom manual’ 쳐도 나옵니다.

연결문제,제품문의. A/S문의
전화 : 1833-4231 (평일9:30~오후6시)
이나 010-5108-7177 (야간, 휴일) 
이메일 :support@lovoom.net

p7Fail 이미지가 나온 경우 - iOS / Android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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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을 우에서 좌로 스크롤 하면 설정 버튼을 누른후 , 
Camera management 에서 기존 카메라 선택후 삭제 해야
재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사 홈페이지 www.lovoom.net/support 에 [한글메뉴얼]
들어가시면 자주묻는 질문과 , 한글 매뉴얼 동영상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Lovoom manual’ 쳐도 나옵니다.

연결문제,제품문의. A/S문의
전화 : 1833-4231 (평일9:30~오후6시)
이나 010-5108-7177 (야간, 휴일) 
이메일 :support@lovoom.net

좌/우 스크롤

p8초기 화면에서 카메라가 정지한 경우 - iOS / Android 공통

http://www.lovoom.net/support


러붐 어플 버튼 설명 (메뉴 스크롤)

하단 메뉴에 손가락을 대고 스크롤 하면 더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p9



좌측회전 (최대 90도) 우측회전 (최대 90도)

[<]  누를 때 마다 좌측으로 10도씩 회전
[>] 누를 때 마다 우측으로 10도씩 회전

Auto 버튼
자동으로 30 알 던져주기 기능으로 , 버튼을 누르면 좌/우 회전하여 정
면 위치를 찾은 후 10초 간격으로 총 30알을 던지게 됩니다. (설정 메
뉴에서 3가지 모드 중 하나로 작동됩니다.)

세기조절 버튼
한번씩 누를 때 마다 막대기가 증가하게 되며 , 막대기 1개는 50cm~1
미터, 막대기 2개는 1~1.5미터 , 막대기 3개는 약 3미터 던지게 됩니다.
사료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날아가는 거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먹이던지기 버튼
한번씩 누를 때 마다 설정된 세기로 먹이가 던져지게 되며 , 먹이가 없
을 때는 메세지에 Feeder error 라고 표시가 됩니다. 

메시지 표시영역카메라 이름

[초기화면]

멜로디 버튼
한번씩 누를 때 마다 설정된 멜로디 (설정메뉴에서 5가지 설정가능)
가 나오게 됩니다. 주인 목소리를 대신하여 사용합니다.

말하기 버튼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동안 말소리가 러붐 기계를 통하여 전달됩니
다. 손가락을 떼면 말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레코딩 버튼
한번 누르면 휴대폰 갤러리에 녹화가 되고 , 다시 한번 누르면 녹화가
중지됩니다. 주의:어플 설치시 미디어 파일 접근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 기기에서 어플접근권
한 설정에서 허용으로 해놓아야 합니다.

p10러붐 어플 버튼 설명 (버튼 설명 1)



좌측회전 (최대 90도) 우측회전 (최대 90도)

[<]  누를 때 마다 좌측으로 10도씩 회전
[>] 누를 때 마다 우측으로 10도씩 회전

사진촬영 버튼
러붐 카메라를 통하여 보이는 화면을 캡쳐하여 갤러리에 저장합니다.

갤러리 버튼
동영상, 사진을 저장한 갤러리

타이머 플레이(Timer Play)
설정된 시간간격(1~6시간) 으로 10알씩 던지게 됩니다.
타이머 플레이 설정은 설정메뉴에서 3가지 모드로 설정,시간간격 설정

메시지 표시영역카메라 이름

[초기화면]

무음 버튼
휴대폰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를 무음으로 합니다. 어플을 시작할 때 마
다 항상 무음버튼이 On 되어진 상태입니다.

설정메뉴 버튼
타이머플레이, 자동플레이설정, 카메라 삭제,멜로디 설정,점선표시,
진동모드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 중앙 위치하기
버튼을 누르면 , 러붐 이 좌/우 회전하며 본체의 정 중앙에 위치하게 됩
니다.

p11러붐 어플 버튼 설명 (버튼 설명 2)



Camera Management
등록한 카메라를 삭제할 때나 , 공유기가 비밀번호 변경된 경우
러붐 등록 실패 하였을 때 , 러붐제품 바닥면에 있는 리셋을 누른경우
반드시 기존의 등록된 카메라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Logout
처음 로그인 창으로 빠져나간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공란으로 되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상태에서 Logout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 못하는 경우 Sign up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서버관리자도 볼 수 없게 암호화 되어져서, ID,비번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Timer Mode(타이머 플레이 설정버튼)
Mode1 : Timer Span에 설정된 시간마다 1번세기로 좌/우 60도씩 회전하며

설정된 시간이 되면 10알 던진다.
Mode2 : Timer Span에 설정된 시간마다 2번세기로 좌/우 30도씩 회전하며

설정된 시간이 되면 10알 던진다.
Mode3 : Timer Span에 설정된 시간마다 3번세기로 좌/우 15도씩 회전하며

설정된 시간이 되면 10알 던진다.

Timer Span
타이머 플레이에서 던지는 시간의 간격을 1~6시간 설정한다.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를 잡고 스크롤바를 움직이며 설정한다.

Auto Mode (자동플레이 설정 버튼)
Mode1: 정 중앙 위치에서 1번 세기로 30알 던지기 (회전각 없음)
Mode2: 정 중앙 위치에서 2번 세기로 30알 던지기 (좌우 15도씩 회전)
Mode3: 정 중앙 위치에서 3번 세기로 30알 던지기 (좌우 45도씩 회전)

설정메뉴 설명 1 p12



멜로디 버튼
러붐 에서는 5가지 멜로디 음이 제공됩니다. 
멜로디 1 부터 멜로디 5번까지 설정된 음이 먹이를 던질때 , 멜로디 버튼을
누를때 마다 나가게 된다. 

• 리모콘의 던지기 버튼을 3초이상 누르고 있으면 , 멜로디가 하나씩 변경됩니다.
• 1>2>3>4>5>1>2 … 의 순서로 변경

Grid 버튼
On 을 하면 카메라 화면에 점선이 표시된다.

Vibration 버튼
On 을 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진동모드로 된다.

Save 버튼
현재의 설정을 저장한다.

Exit 버튼
메뉴에서 빠져나간다. (Save를 하지 않으면 저장하지 않고 나가게 된다.)

설정메뉴 설명 2 p13



좌측 회전
(정면을 기준)

우측 회전
(정면을 기준)

중간세기 던지기작은세기 던지기

자동30알 던지기
설정은 러붐 앱
설정화면에서
3가지 모드로 설정

p14리모콘 설명 / 회전판설명 / LED 표시등

직경 5~11 미리 사료나 간식을 사용 할 때 사용하는 회전판
구멍을 통과 할 수 있는 건식 사료나 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경 5 미리 이하의 사료나 간식을 사용 할 때 사용하는 회전판
구멍을 통과 할 수 있는 건식 사료나 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 회전판을 끼울 때는 중심 축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사선
으로 넣고 , 실리콘 핀 7개가 모두 회전판 위에 위치해야 합니
다.

리모콘 신호의 수신 부분
리모콘을 조작시 수신 부분을 향하여 조작합니다.

리모콘 신호의 송신 부분
리모콘을 조작시 러붐의 정면 수신부분을 향하여 조작

회전판 설명

LED 표시등
녹색 : 러붐이 등록 되지 않은 초기상태
흰색 : 러붐의 전원이 들어온 대기상태
파랑 : 어플을 통하여 사용자가 접속한 상태
적색 : 투척 장치가 비정상 위치인 상태



p15청소하기 ( 옆 커버 열고 청소, 사료 걸렸을 때 동작 확인)

먹이 나오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 바깥쪽으로 세게 밀어줍니다.
다시 결합 할 때는 아래쪽 ‘ㄱ’ 자 후크(hook) 부터 끼우고 커버를 닫아 줍니다.

1

손가락을 넣고

밖으로 세게 민다.

슈팅 모터 (Reel Motor) 스윙암 (Swing Arm)
트리거 (Trigger)

버킷센서
(Bucket Sensor)

위와 같은 형태로 있어야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됩니다.
버킷 센서 주위에 사료 알갱이가 있다면 제거해 줍니다.
정상동작 :
스윙암을 잡고 있는 트리거가 풀리며 , 먹이가 던져진다. 투척후에는
스윙암이 45도로 내려오고 버킷센서가 작동하고 , 트리거로
잠가줍니다.
던지는 세기에 따라 슈팅모터가 감는 정도가 달라야 합니다.

고무줄 (Rubber band)



매뉴얼 위치

1. 홈페이지에서 [한글매뉴얼] 선택 : www.lovoom.net/support

2. Youtube 에서 ‘lovoom manual’ 또는 ‘러붐메뉴얼’ 검색

본사 홈페이지 www.lovoom.net/support 에 [한글메뉴얼]
들어가시면 자주묻는 질문과 , 한글 매뉴얼 동영상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Lovoom manual’ 쳐도 나옵니다.

연결문제,제품문의. A/S문의
전화 : 1833-4231 (평일9:30~오후6시)
이나 010-5108-7177 (야간, 휴일) 
이메일 :support@lovoom.net

http://www.lovoom.net/support
http://www.lovoom.net/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