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감성 교감,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사용설명서

반려견 음성인식 감정 표현,

활동량과 수면량 측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티 지원

(돌봄·의료·교육·관리 등)

그래프와 차트를 이용한

5가지 감정 및 소모 칼로리 표현

무선 인터넷

연결 가능

Android

iOS



①   이 사용 설명서와 제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습니다.

②   당사의 서면 동의없이 사용설명서 및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

제 및 번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  이 사용설명서와 제품은 인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 

통보 없이 이러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만일 본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목적, 방법 이외의 사

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사용자가 이 제품을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제품을 사

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손실 혹은 간접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손실에 대하여 

당사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이러한 손해에는 반려동물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됩니다.

⑦  이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당사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배상책

임이 본 제품의 구매대금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⑧  상기의 책임에 관련된 사항 및 면책규정은 고객의 본 제품에 대한 반품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⑨ 향후 기능보완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본 매뉴얼의 설명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 고지사항 



본 제품은 특허 등록에 의해 아래의 대한민국 특허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감정 상태 감지 및 그 장치:  등록인: ㈜ 펫펄스랩│특허등록번호: 제 10-1922132호

● 반려동물의 감정 상태 감지 방법 반려동물의 감정 상태 감지 방법:  출원인: ㈜ 펫펄스랩│특허출원번호: 10-2018-01024**│해외 PCT: PCT/KR 2019/0051**

● 상표등록 5종류 등록번호: 40-1555258(제09류), 40-1531785(제18류), 40-1555259(제42류), 40-1531786(제28류), 40-1555264(제44류) 

● 반려동물용 스마트밴드 등록인: ㈜ 펫펄스랩│등록번호: 30-101456

● 밴드형 반려동물 착용장치 등록인: ㈜ 펫펄스랩│특허등록번호: 30-1038580│해외 PCT: PCT/KR 201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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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제품은 반려동물의 활동 및 음성 등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사용 설명서에서 고지되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

지하시어 설정하셔야 합니다.

2.  본 제품은 Wi-Fi 통신 연결을 사용함으로 원할히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설정 절차를 따라 정확

히 읽어 보신 후 따라 하셔야 합니다. 

3.  충전 중이거나 전원연결 시 전원코드나 플러그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다루면 파손 및 고장의 원

인이 됩니다.

4.  디바이스를 무선 공유기와 연결하기 전에 전원을 켜 둔 상태로 

오래 놔두시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Wi-Fi공유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통신 속도가 느

려져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6.  인터넷 연결을 위한 무선 Wi-Fi로 접속할 수 있는 2.4GHz 대

역 무선 공유기 및 무선 공유기의 SSID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제품의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SID는 사

용하시는 스마트폰이 연결된 무선 공유기 이름입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 및 
준비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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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제품 특징

펫펄스는 반려견 음성을 활용하여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AIoT웨어러블 장치로써 음성인식과 활동량 센싱을 통해 신체활동을 관리하고 반

려동물 감정을 교감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회사로 출근할 때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서 반려견에게 펫펄스 

IoT를 착용시키고 견주는 펫펄스앱으로 반려견 상황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잘 키울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3년여의 반려견 음성수집과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했습니다.

● 국내 최초 스마트 펫펄스(Petpuls) 시스템 ● 움직임/소리 감지 알림 기능(Smart Call) ● 착용을 고려한 스트랩 설계(탈부착 가능)

● 반려 동물 활동량에 따른 소모열량 파악 ●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 앱 지원 ● 친환경을 고려한 실리콘 재질 사용

● 분리/동반 모드 위험 감지 알림 기능(ON/OFF) ●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Wi-Fi) 내장 ●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2



7

제품 기능

● 제품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디바이스 설정 기능

● 나의 펫 등록 및 정보 열람 기능

● 시간별/일별/월별 활동량 그래프 보기 기능

● 일별/주별/월별 감정 그래프 보기 기능

● 펫 커뮤니티 기능

● 펫 상태 푸시 알림 기능

● 무선인터넷(Wi-Fi) 기능

● 음성 인식을 통한 감정평가 기능

제품 사양

●
제품 규격
본체 + 스트랩

(소형) 500mm + 380mm

(대형) 500mm + 750mm
● 동작 온도 범위

0 ~ 50°C

(보관 온도: -10 ~ 50°C)

● 제품 무게 본체(25g), 스트랩 포함(45g) ● 음성 녹음 시간 일 최대 1시간

● 대상 반려동물 소형견│중형견│대형견 ● 무선랜(Wi-Fi) IEEE802.11bgn 지원

● 기기 입력 전압 DC 5V 0.7A ● 방수 IP54

● 어댑터 입력 전압 AC100~240V ● 앱 안드로이드 9 이상│iOS 12 이상

FC│KC│ROHS│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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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 후크

스트랩

전원 버튼

마이크

LED 마이크로 5핀 충전 커넥터
리셋 버튼

각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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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펫펄스 본체

③ 사용설명서

② 스트랩 및 후크

④ 충전케이블

●    충전용 어댑터는 마이크로 5핀 스마트폰 가정용 충전기 사용 권장

●    충전용 어댑터는 스마트폰 판매매장에서 별도 구매 가능

●    충전용 어댑터가 없을 경우 PC USB에 연결하여 충전 가능

제품 구성

3 스트랩 색상 (총 5가지)

①

③

오렌지 터키블루 핑크 블루 그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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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방법

4

제품 켜고 끄기

● 제품 ON, OFF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렀다 뗍니다. 

LED 상태 표시 (전원OFF: LED 소등)

상 태 현 상

전원 ON

● 녹색  ● 적색 LED 교차 점멸 Wi-fi 연결 준비 상태

○ 백색 LED 점등 3초 후 소등 Wi-fi 동기화 중

● 파란색 LED 점멸 배터리 충전 중

● 파란색 LED 점등 배터리 완충

전원상태
확인

전원버튼을 1회 눌렀다 뗍니다. 전원
ON

● 노란색 LED점등 후 소등

● 녹색 LED 점멸 3초마다 ● 녹색 LED 점멸

리셋 리셋버튼을 2초간 눌렀다 뗍니다. ● 녹색  ● 적색 LED 교차 점멸

제품 충전

● 정격 입력: DC 5.0V 0.7A~1.2A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렀다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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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상태 정보

LED 네트워크 연결 상태 LED 상태 현 상

● ● ● ● X 빨강&초록빛이 반복적으로 점멸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연결준비가 완료된 상태(충전 상태 아님)

● ● ● ● X 빨강&파랑빛이 반복적으로 점멸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연결준비가 완료된 상태(충전 중)

O 파란빛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음 배터리 충전 완료

● O 파란빛이 반복적으로 점멸 배터리 충전 중

※ 배터리와 디바이스를 분리해야 충전 상태 확인 가능│디바이스 충전 중인 상태에서는 DATA를 어플과 펫펄스 메인 서버에 전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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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상태 정보

LED 네트워크 연결 상태 LED 상태 현 상

●

●
X 빨강&파랑빛이 반복적으로 점멸

100% 충전되어 있지만 어플과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

- 5Ghz가 아닌 2.4Ghz 밴드에 연결되어 있는 확인

- Wi-fi 비밀번호 재확인, 디바이스 리셋 후 다시 연결

● ○ ● ○ X 빨간빛이 빠르게 점멸

디바이스와 어플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끊김.

- 5Ghz가 아닌 2.4Ghz 밴드에 연결되어 있는 확인

- Wi-fi 비밀번호 재확인, 디바이스 리셋 후 다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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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빨간빛이 반복적으로 점멸 디바이스가 연결된 Wi-fi 존에서 벗어난 상태

● O 초록빛 점멸 연결 상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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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펄스 앱
설치 및 설명

5

스마트폰에 펫펄스 앱 설치

● 안드로이드폰  Android

Google Play 펫펄스 검색

앱 다운로드 → 설치 사용

● 아이폰  iOS

APP STORE 펫펄스 검색

앱 다운로드 → 설치 사용

무선 공유기와 제품 연결

무선 공유기와 제품 연결은 최초 연결할 경우나

무선 공유기가 바뀔 경우만 진행합니다.

자세한 연결방법은 QR code 혹은
펫펄스 홈페이지 www.petpuls.net 를 참고하세요.

[기능설명 문의] 어플리케이션의 고객센터 - 문의하기 - FAQ에서 확인 가능※ 안드로이드 버전 9 이상 │ iOS 버전 12 이상

���

Petpuls
petpuls Lab INC.

�� ��

��

�����
�����

�����

	������

�������

�������� Android QR
SCAN ME

iOS QR
SCA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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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해결방법

증 상 해결방법

전원버튼을 눌러도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  배터리가 전부 소진된 경우일 수 있으니 1시간정도 충전 후에 전원버튼을 3초간 눌러

주세요.

리셋버튼을 눌러도

리셋이 되지 않는 경우

-  리셋은 전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원 확인을 위해 전원 버튼을 눌렀

다 손을 떼시면 노란색 LED가 1회 점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

셋버튼을 5초간 누르면 리셋이 완료됩니다. 

앱에서 활동량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 - 반려견의 활동량은 기본적으로 10분마다 전송되며, 전송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S 문의 전
자가점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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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해결방법

증 상 해결방법

디바이스가 Wi-Fi연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  5GHz 무선 공유기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5GHz 무선공유기의 경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2.4GHz 모드를 선택해

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선 공유기 관련해 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시 홈페이지-FAQ-WiFi Frequency 혹은 How to 

check WiFi Frequency 탭을 참고하세요.

-  디바이스가 연결하려는 무선공유기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무선공유기의 Wi-Fi신호의 세기가 약해서 연결

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무선공유기와 제품을 가까이 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  무선공유기에 비밀번호가 설정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무선공유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을 경우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무선공유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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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숙지했음에도 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시 12페이지 QR code로 이동하여 해당 영상 참고하시며 연

결 시도해주세요. 그럼에도 문제가 있을 시 support@petpuls.net으로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앱 연결과정 중 WiFi 옵션에서

제품번호(PET_09A0****US)를 찾지 못하는 경우

-  제품의 LED가 녹색, 적색으로 교차 점멸하는지 확인하세요.

교차 점멸하지 않는다면 리셋버튼을 5초간 누른 뒤 LED를 다시 확인하세요.

무선공유기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눌렀는데도

계속 제품 LED가 녹색, 적색으로 교차 점멸하는 경우

-  잘못된 무선공유기 정보를 입력할 경우 제품의 녹색, 적색 LED가 계속 교차로 점멸합니다.

리셋버튼을 5초간 누른 뒤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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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

7

●    저희 펫펄스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제품 고장 발생 시 구입처 또는 대리점의 이용이 안될 경우 

서비스센터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

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해드립니다.

●    구입 후 1년(제품 보증 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 날 

경우에만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제품을 영업용도로 전화하여 사용할 경우 

보증기간은 반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    고장이 아닌 경우

●    소비자 과실로 고장 난 경우

●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할 경우

(배터리, 충전기 접속단자 및 각종 부착물)

무상
서비스

유상
서비스



제품 보증서

● 제품명 펫펄스 ● 모델명 RPL-0011

● 구입일 년 월 일 ● 일련번호

● 구입처 ● 구입금액

● 보증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Copyright 2020 All right reserved Petpuls Lab INC.

㈜펫펄스랩

E-mail. support@petpuls.net
www.petpul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