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버디두기 피드미 자동급식기 ｜

FEEDME
BUDDYDUGGY feedme auto feeder for routined meal times





· 품명 : 버디두기 피드미 자동급식기
· 제품사이즈 : 25 x 35 x 39cm
· 제품무게 : 3kg
· 전원 : 알카라인 D형 배터리 3개 또는 USB(5V DC 1A/3m)
· 구성 : 본체, 내부통(소형 날개 포함), 트레이, USB선, 어댑터, 대형 회전날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전 반드시 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용 중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해 주십시오

경고 ·  이 제품은 애완동물을 위한 제품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본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을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디두기 피드미
자동급식기 설명서



버디두기 피드미
자동급식기 사용 방법

1. 트레이 본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 고정하세요

2. 건전지(D형 3개)를 넣거나 USB(5V DC 1A)를 이용해 전원을 연결해 주세요

3. LCD판을 이용해 현재의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시간 설정 방법

·  Time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Hour/Minute 버튼을 눌러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4. 급식 횟수 설정 방법
·  급식 횟수 지정 : Breakfast부터 4th meal까지 1일 최대 4회 자동 급식이 가능합니다
·  원하는 급식(Breakfast, Lunch, Dinner, 4th meal)을 누를 상태에서

On/OFF 버튼을 이용해 자동 급식을 설정하세요(On : 급식 / Off : 비급식)

5. 급식 시간 설정 방법
·  원하는 급식을 누를 상태에서(예 : Breakfast) Time과 Minute을 각각 눌러

원하는 급식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6. 급식량 설정 방법
·  원하는 급식을 누른 상태에서(예 : Breakfast) Meal Size를 눌러 급식량을 설정해 주세요
·  작은 날개 장착 시 1회 급식량은 약5g 정도이며 최대 39회(195g)까지 급식이 가능합니다

큰 날개의 1회 급식량은 약 10g이며 최대 39회(390g)까지 급식 가능합니다
사료 종류에 따라 중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 : 아침에 100g 급식이 필요한 경우 Breakfast를 누른 상태에서
Meal Size를 20으로 맞춰 주세요(작은 날개 기준)

Lunch :
Off = No Feeding

Dinner :
On = Feeding

4th meal :
On = Feeding



7. 직접 수동 급식하는 방법
·  Manual 버튼을 3초동안 누르면 회전날개가 1회 돌아가며 급식 됩니다
·  계속 누르면 계속 회전날개가 돌며 강제 급식 됩니다

8. 급식 알림 목소리 녹음방법
·  MIC버튼을 누를 상태에서 LCD가 전체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할 때 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 주세요
·  녹음이 끝날 때까지 MIC 버튼을 누르고 끝나면 손을 떼 주세요
·  녹음이 끝난 후에는 Play 버튼을 3초간 눌러 녹음된 소리를 확인해 주세요
·  녹음된 소리는 자동 급식 시간에 플레이 됩니다

Manual Button



버디두기 피드미
자동급식기 세척방법

경고등이 깜빡일 때

급식 날개 변경 방법

1. 내부통을 꺼낸 후 회전날개를 분리해 주세요
2. 트레이를 아래로 내리듯 분리해 주세요
3. 트레이와 내부 통, 회전날개(분리 후 나사 제외)는 물세척이 가능 합니다
4. 본체를 비롯해 나사, 전기선 등은 물세척 하지 마시고 마른 천으로만 깨끗이 닦아 주세요

1. Low battery에 불이 깜빡일 때에는 배터리를 교체해 주세요
2. 배터리는 Alkaline D형 3개가 필요하며 교체 시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모두 새것, 같은 제품으로 일괄에 교체해 주세요
3. 배터리 교체 주기는 보통 1년 정도이나 사용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구매 시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 제품에는 소형 급식날개가 기본 장착돼 있으며 한 끼에 5g부터 최대 195g까지 급여 가능합니다
· 급식 날개 변경 시 하단 나사 6개와 내부통 안쪽 나사 1개를 풀어주세요
· 원하는 급식 날개로 바꾼 후 풀었던 나사를 다시 조여주세요
· 7개의 나사가 모두 조여졌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을 시작하세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따라 주십시오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고 나 부상 방지를 위해 설명서와 경고글을 읽어주세요
1. 해당 제품은 애완동물의 급식을 위한 목적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2. 작동 중에 급식통 또는 회전날개에 손을 넣지 세요
3. 제품을 세척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세요
4. 어린 아이가 제품을 만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건전지는 알카라인 D형만 사용 가능하며 충전건전지와 망간건전지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6. 건전지 교체는 반드시 어른이 하시고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주의해 주세요
7. 건전지 교체 시 + 극과 – 극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넣어 주세요
8. 건전지는 소각하지 마시고 분리수거 규정에 따라 폐기해 주세요
9. 배터리 부족 표시등을 자주 확인하여 전원 공급 상태를 체크해 주세요
10. 제품이 깨지거나 부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사용을 멈춰 주세요
11. 급식통과 급식 날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세요
12. 급식 설정을 자주 확인하여 원활한 급식이 이뤄지도록 해주세요
13. 코드 사용 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를 넣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제품 결함이 있을 경우 구매로부터 1년간 A/S가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과실은 수리비 및 택배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쟁 시 소비자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WARRANTY
품질보증
Buddyduggy는 애완동물을 위해 스엔코가 만든 브랜드로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소비
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품질 보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스엔코 홈
페이지www.skytofamily.com에서 A/S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또는 사용에 대
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Y Enterprise Korea Co.,Ltd
㈜ 스엔코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2401호
B-2401, Woolim Blue9, 583, Yangcheon-ro, Gangseo-Gu, Seoul, 07547
www.skytofamily.com / 02-2093-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