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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태그 소개

  본 제품은 스마트 반려묘 헬스 트래커입니다. 반려묘에게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여 사용하며, 반려묘의 활동량을 기록하여 앱으로 
건강 상태 변화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라비봇2와 
같은 특정 전자제품과 통신을 하여 활동 정보를 전송합니다. 또한 
펄송의 IoT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 기록을 앱
으로 확인할 수 있고, PurrSong App을 통해서 반려묘의 활동기
록을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구성 : 

라비태그 1개, 실리콘 케이스 2개, 스트랩 2개, 스티커 2장, 사용설명서 1부



제품 구입 시 제공되는 구성품은 제품 박스 안의 퀵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제공된 구성품 및 사용 가능한 별매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 규격 등은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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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역할

라비태그 : LED, 충전 단자, 버클, 길이조절 끈, 실리콘 케이스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라비태그차저 : 라비태그차저(충전 거치대), C-TYPE 케이블

(전원 어댑터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비비콘 : 라비비콘(뚜껑, 본체), 양면테이프, AA건전지 2개

Model : LavvieTAG Charger

Designed by PurrSong. Inc.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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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주의사항

-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제품의 소프트웨어 버전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사정, 모델의 

사양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용도 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제품이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에 닿았을 경우 깨끗한 천으로 물기를 닦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헤어 드라이기와 같은 발열 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말리지 마세

요.


- 화기 근처 또는 고온의 환경에 두지 마세요.


- 라비태그를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무거운 물체로 충격을 가할 경우 고장으로 

인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보관에 유의해 

주세요.


-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삼키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 주세요.


- 제품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통장, 출입카드, 승차권, 주차권 및 의료 

기기 등 자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건과 제품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세

요. 제품의 자석에 의해 정보가 훼손되거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고양이에 따라 예민한 고양이는 목걸이 착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라비태그 차저에 연결하는 전원 어댑터는 DC 5V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비태그 차저에 연결하는 어댑터는 5V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압이 낮을 경우 충전이 안 될 수 있고, 전압이 높으면 라비태그 회로가 손상 됩니다.



- 고양이가 태그를 입에 물면 표면에 흠집 및 기스가 생길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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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태그 사용하기

라비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에 PurrSong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라비태그와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기 전 회원가입과 고양이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세요.(p.8 4.PurrSong Application 설명 참고)


1. 라비태그 등록하기



라비태그를 PurrSong 앱에 등록하려면 먼저 회원가입과 고양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등록할 라비태그를 라비태그차저(충전거치대)에 올리면 전원이 켜지고 
충전을 시작합니다. 라비태그가 80%이상 충전이 되었을 때(초록LED) 등
록이 가능합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PurrSong App을 설치하고 안내
에 따라 고양이를 먼저 등록하고 고양이에 맞춰 라비태그를 등록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LED 설명**

※ 밝은 곳에선 LED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켜졌을 때: - -  순차로 1회 점멸

(개봉 시 라비태그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사용 라비태그를 라비태그차저 위에 
올리면 라비태그가 켜집니다.)

- 미등록 : 4초에 2회 빨강, 파랑 점멸 (켜진 뒤 충전기에서 이탈되었을 때)

- 기기 등록 : 1초에 1회 파란색 점멸

- 동기화 : 1초에 1회 파란색 점멸

- 동기화 필요 : 10초에 1회 빨강색 점멸 (배터리가 off된 뒤 다시 켜진 상태입니다. 
라비태그가 충격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전: 충전 중 빨강색 점등(0-79%), 충분한 충전 녹색 점등(80-99%), 완전 충전 파
란색 점등(100%)


빨강 녹색 파랑

안드로이드 : Play Store에서 'PurrSong'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  

iOS : App Store에서 'PurrSong'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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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태그 사용하기

2. 충전



1) 라비태그차저와 함께 제공된 C-Type USB 케이블을 라비태그차저에 
꽂은 후 전원 어댑터에 연결해주세요. 

* 전원 어댑터는 반드시 DC 5V 사양인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2) 충전할 라비태그의 개수만큼 라비태그차저의 슬롯 홈에 맞춰 올려놓습
니다(최대 3개). 이때 라비태그차저의 충전 단자와 라비태그의 충전 단자
가 맞닿도록 장착을 시켜주세요.



3) 충전 중일 때는 충전 상태에 따라서 빨강색(0-79%), 초록색(80-99%), 
파란색(100%) LED가 점등됩니다.

· 완전충전 되는 데에는 최초 충전 또는 방전 상태 기준으로 약 2시간 30
분 정도 소요됩니다.

· 1회 완충 시 최대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최초 충전 시 완전충전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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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태그 사용하기

3. 사용



1) 착용: 등록이 완료된 라비태그를 전용 스트랩에 조립한 뒤 고양이에게 
착용시킵니다. 고양이 목이 조이지 않도록 스트랩 길이를 조절합니다.



2) 동기화: 고양이 활동정보가 라비태그에 쌓이면 동기화를 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PurrSong App을 설치한 스마
트기기와 라비태그가 블루투스 통신하여 라비태그에 기록된 고양이 활동
정보를 서버에 전송합니다. 동기화를 완료하면 PurrSong App을 통해서 
활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각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활동량이 기록됩니다. 1시간 동안의 활동
량을 모아서 1개의 활동데이터로 만듭니다.

- 데이터 기록 조건: PurrSong App을 통해 기기 등록한 다음의 첫 정각에 
기록을 시작하고 그 다음 정각에 1개 활동데이터가 생성되어 동기화가 가
능하게 됩니다.



-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활동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전송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스마트기기와 라비태그의 거리가 너무 멀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라비태그는 약 1주일 간의 활동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 동기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3시 30분에 기기등록 할 경우, 다음 정각인 4시부터 활동량 기록을 시
작하여 데이터를 만들고(저장된 데이터 없음), 5시 정각에 1개 활동데이
터가 생성되어 동기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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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태그 사용하기

3) 라비봇과 사용: 라비봇과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 판매품인 라비비콘을 
라비봇2에 장착해야 합니다. 라비태그를 착용한 고양이가 라비봇2를 이
용할 때 라비태그의 정보가 라비봇2를 통해 서버에 전송됩니다.



- 서버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 라비봇2가 Wi-Fi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 라비봇 WAIT TIME의 6개 LED를 통해 전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안 될 경우는 최대로 점등한 LED 개수를 확인한 뒤 고객센터에 문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양이가 라비봇을 방문한 시간 내에 데이터 전송
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동기화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비비콘 설치방법은 라비비콘 박스를 확인하세요.



4) 펌웨어 업데이트: 앱 IoT화면에서 각 라비태그 별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거리가 너무 멀면 통신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까이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기 재등록: IoT화면에서 고양이가 등록된 라비태그를 선택한 뒤 삭제
하면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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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rSong 앱
고양이 등록하기

등록할 고양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장
소와 성별을 선택한 뒤 다
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록할 고양이의 몸무게
와 몸길이를 입력하고 혈
액형을 선택한 뒤 다음 버
튼을 눌러주세요.

PurrSong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고양이 탭을 선택
하고 (+)마크를 눌러 고양
이 등록을 시작합니다.

고양이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고양이

고양이를 등록할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남 여

중성화를 했어요.

년YYYY 월 일MM DD

추정 모름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다음

고양이 등록

눈색을 선택해주세요. ?

털색을 선택해주세요. 

(세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왼쪽 눈 노란색

오른쪽 눈 노란색

다음

+ 추가하기

IoT 사용 기록보기

펄냥이

프로필보기

1세

고양이 IoT집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몸무게를 입력해주세요.

혈액형을 입력해주세요.

몸길이를 입력해주세요.

?

?

Kg

형

Cm

다음

고양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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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rSong 앱

등록할 고양이의 품종과 
아빠, 엄마 고양이의 품종
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3가지 항목을 체크
해 주시고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을 선택해주세요. 또
한 좋아하는 간식이 있다
면 입력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록할 고양이의 눈색과 
털색을 선택한 뒤 다음 버
튼을 눌러주세요.



품종을 선택해주세요.

고양이 품종 검색

부모의 품종을 선택해주세요.

아빠 고양이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

엄마 고양이

고양이 등록

다음

몸무게를 입력해주세요.

혈액형을 입력해주세요.

몸길이를 입력해주세요.

?

?

Kg

형

Cm

다음

길 생활을 한 적 있나요?

평소에 산책을 하나요?

실내,외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나요?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나요? (선택) 

좋아하는 간식이 있나요? (선택)

ex) 비만

ex) 연어 츄르, 가나다

고양이 등록

다음

고양이 등록

고양이 등록하기

9

눈색을 선택해주세요. ?

털색을 선택해주세요. 

(세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왼쪽 눈 노란색

오른쪽 눈 노란색

다음

고양이 등록



PurrSong 앱

고양이의 사진을 3장 등
록해 주세요. 등록할 사진
은 촬영해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앨범에 저장된 사
진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
다.



양치하기, 빗질하기, 발톱
정리 등 등록할 고양이의 
스케쥴을 설정한 뒤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펄송 탭에 고양이가 등록
되었습니다.





- 21 3

세장의 얼굴 정면 사진을 등록해주세요.

고양이 등록 완료

사진 찍기

업로드 방식 선택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 추가하기

펄냥이

프로필보기

1세

고양이 IoT집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고양이 등록하기

빗질양치
3일마다

14일마다

7일마다

3일마다

7일마다

1달마다

6달마다

목욕

귀청소

발톱정리 눈곱정리

항문낭

심장사상충약

고양이 관리을 잊지 않게 스케쥴을 설정해주세요. 

주기는 추후 스케쥴러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스케쥴링 항목 설정 (선택)

완료

10



PurrSong 앱
IoT 등록하기_ 라비태그

IoT 등록에서 라비태그를 
선택해주세요.



안내문구를 확인한 뒤 다
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PurrSong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IoT 탭을 선택하고 
(+)마크를 눌러 라비태그 
등록을 시작합니다.

IoT 등록

라비봇2

라비스캐너

등록할 IoT를 선택해주세요.

라비태그

라비태그 등록

다음

충전 크래들에 등록할 라비태그를 하나씩 올려
주세요.

거실라비봇

Basic

업데이트

업데이트

김삼순의 팬던트
KS

최근 동기화 5월 7일 2시

LavvieTAG

Devices
LavvieBot 

고양이 IoT

펄송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라비태그 등록

다음

1회 완전 충전 시 최대 사용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완전 충전 후 사용을 권장
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11



PurrSong 앱
IoT 등록하기_ 라비태그

등록할 라비태그를 선택
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
세요.

연결하고자 하는 라비태
그에 LED불이 들어오는
지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LavvieBot_1234

LavvieBot_5678

연결할 라비태그를 선택해주세요.

라비태그 등록 라비태그 등록

다음

연결하고자하는 라비태그에 LED불이 들어오는


지 확인해주세요.

12

충전 크래들에 등록할 라비
태그를 하나만 올려둔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비태그 등록

다음

충전 크래들에 등록할 라비태그를 하나씩 올려

주세요.



PurrSong 앱
IoT 등록하기_ 라비태그

13

완료 버튼을 누르면 라비태
그 등록이 완료됩니다.


라비태그 등록

완료

라비태그 AB
펄냥이을 위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비태그 구별을 위해 동
봉된 이니셜 스티커 중 두
자리를 기기 뒷면에 붙이
고 붙인 이니셜을 하단 입
력 칸에 입력한 뒤 다음 버
튼을 눌러주세요.



라비태그 등록

완료

기기구별을 위해 동봉된 이니셜 스티커 중 두 


자리를 기기 뒷면에 붙히고 붙힌 이니셜을 


하단 입력칸에 입력해주세요.

두자리 이니셜을 입력해주세요.

A    B

라비태그를 사용할 고양이
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비태그 등록

이 기기를 사용할 고양이를 선택해주세요.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고양이 등록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펄냥이

다음



PurrSong 앱
IoT 등록하기_ 라비봇

IoT 등록에서 라비봇을 
선택해주세요.



BLE 사용권한 및 위치 정
보 사용 권한을 허용해주
세요.

IoT 등록

라비봇2

라비스캐너

등록할 IoT를 선택해주세요.

라비태그

권한 허용

다음

IoT 등록을 위해 엑세스를 허용해야합니다.

BLE 사용권한

위치 정보 사용권한

14

PurrSong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IoT 탭을 선택하고 
(+)마크를 눌러 라비봇 

등록을 시작합니다.

라비태그 등록

다음

충전 크래들에 등록할 라비태그를 하나씩 올려
주세요.

거실라비봇

Basic

업데이트

업데이트

김삼순의 팬던트
KS

최근 동기화 5월 7일 2시

LavvieTAG

Devices
LavvieBot 

고양이 IoT

펄송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PurrSong 앱
IoT 등록하기_ 라비봇

등록할 라비봇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을 입구에 넣었을 때, 
STATUS 센서등이 초록
색임을 확인한 뒤 다음 버
튼을 눌러주세요.


라비봇 등록

다음

연결할 라비봇을 선택해주세요.

LavvieBot_1234

LavvieBot_5678

라비봇 등록

다음

GIF처럼 손을 입구에 넣었을 때, 

[STATUS] 센서등이 임을 확인하세요.초록색

15

라비봇의 Wi-Fi BLE LED
가 초록색으로 깜빡거릴 때
까지 Wi-Fi BLE 버튼을 길
게 눌러주세요.

라비봇 등록

다음

라비봇의 Wi-Fi BLE LED가 

초록색으로 깜빡거릴 때까지 

Wi-Fi BLE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
요.



PurrSong 앱
IoT 등록하기_ 라비봇

커버를 열고 중앙 하단부에 
있는 라비봇 아이디를 입력
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
요.

라비봇 닉네임을 설정하
고 등록할 장소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
요.



라비봇 등록

라비봇의 닉네임을 설정하고


등록할 장소를 확인하세요.

라비봇의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20자 이내로 구성해주세요.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다음

라비봇 등록

다음

커버를 열고 중앙 하단부에 있는


IOT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16

손을 기기에서 뺀 후, 초록
색 STATUS 센서등이 30초 
이내에 꺼져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
요.


라비봇 등록

다음

손을 기기에서 뺀 후,  [STATUS] 센서등이 


30초 이내에 꺼지는 지 확인하세요.

초록색

30초 이내



PurrSong 앱
IoT 등록하기_ 라비봇

사용 중인 고양이 화장실을 
선택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
르면 라비봇 등록이 완료됩
니다.



라비봇 등록

완료

라비봇만 사용중 다른 화장실도 사용중

라비봇만 사용 중이신가요?

17

사용중인 모래 타입과 제품 
명을 입력한 뒤 다음 버튼
을 눌러주세요. (모래는 최
대 3개까지 입력 가능합니
다.)



사용중인 모래

사용중인 모래 타입과 제품명을 입력해주세요.

제품명은 최대 3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ex) 라비샌드

라비샌드

벤토나이트

벤

식물성 기타

다음



PurrSong 앱
스케쥴

스케쥴 탭의 고양이 상단
탭을 누르면 고양이 스케
쥴 관리 페이지입니다. 설
정아이콘을 눌러 스케쥴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원하는 스케쥴을 
선택하세요.



스케쥴 별로 알림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기
를 설정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료 간식 영양제 놀이

펄냥이
1세

오늘 한 일을 체크해주세요.

2021.11.26

등록된 스케쥴이 없습니다. 

(    )아이콘을 눌러 스케쥴을 등록해주세요.

고양이 IoT집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양치 3일

빗질 3일

발톱정리 14일마다

눈곱정리 7일마다

귀청소 7일마다

심장사상충약 1달마다

항문낭

목욕 6달마다

펄냥이

스케쥴링 일정 설정

일 마다

1

4

2

5

3

빗질

3일마다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장모종의 경우 매일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장

한 장소에 속한 고양이 스케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소가 여러 곳이라면 왼쪽 상단을 눌러 장소를 변경해보세요.



양치하기, 빗질하기, 발톱정리, 귀청소, 목욕 등 우리 고양이에게 맞는 항목을 
고양이 청결 관리 스케줄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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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rSong 앱

완료된 스케쥴은 스케쥴 
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별, 할 일 별로 분류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고양이의 스케쥴을 
완료했다면 고양이의 스케
쥴을 체크한 뒤 완료 버튼
을 눌러주세요.



펄냥이
2세 여

4세 남
삼돌이

+5

집

스케쥴 히스토리

4 5 6 8 9 105월 7

고양이 IoT

고양이별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양치질

빗질

+2

항문낭정리

펄냥이 삼돌이

+2

3일 마다

1일 마다

6개월 마다

집

스케쥴 히스토리

4 5 6 8 9 105월 7

고양이 IoT

할 일별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사료

목욕

양치

눈꼽정리

간식

빗질

귀청소

영양제

발톱정리

놀이

발바닥털정리

펄냥이
1세

오늘 한 일을 체크해주세요.

2021.11.26

고양이 IoT집

스케쥴 케어센터홈 펄송

펄냥이을(를) 위한

오늘 할일 끝!

내일도 꼼꼼한 케어 부탁해!

닫기

고맙다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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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보 안내

그래프의 간단한 요약정
보는 펄송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표
시할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진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배변

IoT 사용 기록보기

활동

132초

3회

2회

13시간

4kg

8시간

배변시간

우다다횟수

배변횟수

휴식분석

몸무게

활동분석

+40초

+1회

-1회

-1시간

-0.3kg

-1시간

+추가하기

펄냥이

프로필보기

1세

고양이 IoT집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문진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배변

IoT 사용 기록보기

활동

132초

3회

2회

13시간

4kg

8시간

배변시간

우다다횟수

배변횟수

휴식분석

몸무게

활동분석

+40초

+1회

-1회

-1시간

-0.3kg

-1시간

+추가하기

펄냥이

프로필보기

1세

고양이 IoT집

홈 펄송 스케쥴 케어센터

표시할 그래프 선택

배변

활동 라비태그가 등록된 고양이만 가능합니다.

몸무게

배변시간

칼로리분석

활동분석 활동량

활동분석 활동량

우다다횟수

배변횟수

전체 고양이 적용 확인

 활동 정보 확인하기: 활동 분석, 활동량, 휴식 패턴, 휴식 시간, 우다다 횟수, 칼로
리 분석으로 나누어진 6가지의 패턴 확인이 가능합니다

 Purrsong탭의 상단 ‘고양이’ 탭에서 표시할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
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앱 기능 및 성능 업데이트에 따라 UI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비태그와 함께하는 더 정확한 배변 정보(펄송 화장실 사용할 경우)


몸무게 분석, 고양이 배변 습관(다리를 올리고 배변을 하거나)이나 비슷한 몸무
게로 인해 발생한 부정확한 배변 정보가 라비태그와 라비봇의 통신으로 더 정확
해집니다. 더 정확한 정보가 고양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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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설명_ 활동

1. 칼로리 분석

- 고양이의 하루 소모 칼로리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일, 
주, 월 기준 그래프를 통해 고양이의 평균 소모 칼로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칼로리와 전날 소모 칼로리 차이에 따라 전날 소
모 칼로리가 부족할 경우 놀이 시간을 제안해 주며 충분
할 경우 고양이에게 단백질을 챙겨줄 것을 제안합니다.


2. 우다다 횟수

- 고양이의 강한 움직임인 우다다 횟수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 주, 월 평균 우다다를 몇 번 했는지 볼 수 있으며 평
균 횟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42Kcal
권장 소모량

217Kcal
소모량

펄송 제품만 사용하지 않을 시,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신호 감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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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리포트

131 3시간일간의 평균 

5월 6월3월2월 이번 달

어제 자정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228kcal
오늘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평균 칼로리 소모

어제의 칼로리 소모
217kcal

회

최근 동기화 일시 : 7월 25일 오후 2시

고양이와 함께


추억을 쌓으세

요! 

24일은 권장 칼로리 소모량


대비 가 했어요.25Kcal  부족

활동

우다다횟수 칼로리분석휴식패턴활동점수 

펄송 제품만 사용하지 않을 시,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신호 감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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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분석 리포트

131 3시간일간의 평균 

5월 6월3월2월 이번 달

25일 자정 0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일의 우다다횟수
7회

8회
25일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평균 우다다횟수

회

믿을수없다

회색 그래프

What is ...

활동

우다다횟수활동분석 휴식패턴활동점수 휴식분석

일주월

최근 동기화 일시 : 7월 25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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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rSong 앱
그래프 설명_ 활동

3. 활동 분석

- 고양이의 활동 시간을 분석한 그래프로 하루 동안의 고
양이의 움직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 주, 월 기준 그래프 수치 및 평균 활동 시간을 한눈
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움직임 강도에 따른 활동 빈도를 그래프 색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활동량

- 고양이의 활동을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한 시간당 
점수 그래프로 하루 중 고양이가 언제 활동을 많이 하는 
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월 평균 그래프를 통해 고양이의 활동 패턴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펄송 제품만 사용하지 않을 시,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신호 감지가 불가합니다.

매 달 1일부터 현재 시간까지의 평균입니다.

하루동안의 강한 활동, 중간 활동, 약한 행동의 합산한 시
간입니다. 평균 성묘 고양이의 활동시간은 ㅇㅇ 입니다.

활동 시간

이번 달

25일 자정 0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일의 활동시간
7시간

8시간

일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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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월3월2월 이번 달

우다다

걷기

그루밍/꾹꾹이

131 3시간일간의 평균 

분석 리포트

What is

25일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평균 활동시간

시간

최근 동기화 일시 : 7월 25일 오후 2시

활동

우다다횟수활동분석 휴식패턴활동점수 휴식분석

분석 리포트

25일 자정 0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일의 활동점수
7점

8점
25일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평균 활동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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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주 평균

월 평균

25일24일23일

하루동안의 강한 활동, 중간 활동, 약한 행동의 합산한 시
간입니다. 평균 성묘 고양이의 활동시간은 ㅇㅇ 입니다.

충전 중인 시간이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동 점수

초록색 점

What is ...

펄송 제품만 사용하지 않을 시,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신호 감지가 불가합니다.

점

최근 동기화 일시 : 7월 25일 오후 2시

활동

우다다횟수활동분석 휴식패턴활동량휴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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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rSong 앱
그래프 설명_ 활동

5. 휴식 분석

- 고양이가 하루에 얼마나 휴식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로 일, 주, 월 기준 그래프를 통해 고양이의 평균 휴식 시
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휴식 패턴

- 고양이의 활동을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한 시간당 
휴식 패턴 그래프로 하루 중 고양이가 휴식하는 시간 대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주, 월 평균 그래프를 통해 고양이의 휴식 패턴을 파
악할 수 있습니다.


펄송 제품만 사용하지 않을 시,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신호 감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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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월

분석 리포트

131 3시간일간의 평균 

5월 6월3월2월 이번 달

25일 자정 0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일의 휴식시간
21.5시간

21.7시간
25일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평균 휴식시간

시간

최근 동기화 일시 : 7월 25일 오후 2시

활동

우다다횟수활동분석 휴식패턴활동점수 휴식분석

분석 리포트

25일 자정 0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일 시간당 휴식시간
58.5분

54.4분
25일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평균 휴식시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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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주 평균

월 평균

15 6점시간의 평균 활동점수 

오늘어제이틀 전

하루동안의 강한 활동, 중간 활동, 약한 행동의 합산한 시
간입니다. 평균 성묘 고양이의 활동시간은 ㅇㅇ 입니다.

활동 점수

What is ...

펄송 제품만 사용하지 않을 시,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신호 감지가 불가합니다.

시간

활동

우다다횟수활동분석 휴식패턴활동점수 휴식분석

최근 동기화 일시 : 7월 25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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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rSong 앱
그래프 설명_ 배변

1. 몸무게

PurrSong의 IoT 화장실은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몸무게 변화를 관찰하며 고양
이 건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배변시간

PurrSong의 IoT 화장실은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배변시간 변화를 관찰하며 배변습
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펄송 제품만 사용하지 않을 시,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신호 감지가 불가합니다.

25일 자정 0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일의 몸무게

평균 몸무게

3.6kg

3.1kg

일주월

그래프의 평균 3.6kg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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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25일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23일 24일22일21일 25일

배변

배변시간몸무게 배변횟수

펄송 제품만 사용하지 않을 시,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신호 감지가 불가합니다.

25일 자정 0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일의 사용시간

평균 사용시간

49초

76초

일주월

그래프의 평균 80초

분석 리포트

0

50

25

75

100

초

25일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23일 24일22일21일 25일

배변

배변시간몸무게 배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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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변횟수

PurrSong의 IoT 화장실은 고양이가 화장실을 방문한 
횟수를 확인합니다. 배변횟수 변화를 관찰하며 배변습
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5일 자정 0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25일의 사용횟수

평균 사용횟수

2회

3.4회

일주월

그래프의 평균 3회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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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5일부터 지난 30일간 평균 

23일 24일22일21일 25일

배변

배변시간몸무게 배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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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봇2와 함께 사용하기

1. 라비봇을 통한 라비태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라비비콘 설치가 필요합니다.


2. 라비태그와 라비봇(비콘 설치)은 통신을 하며 서로를 인식합니다.


3. 라비봇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라비봇은 고양이가 라비봇에 들어가 배설베드 위에 있을 때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들어온 고양이 확인을 위해 라비태그 탐색을 시작합니
다.


     [조건: 고양이 배설베드 위 → 연결 및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약 30초에서 60초)]


    2) 라비봇 가까이에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다면 라비봇 내부에 있는 고양이의 라비
태그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구별하기 위한 과정이니 사
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라비봇의 Wait Time LED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해주세
요(6단계).


4. 통신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양이 배변습관에 따라 라비태그 데이터 전송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5. 데이터 확인을 바로 하고 싶다면 고양이 가까이에서 PurrSong App의 '동기화'를 눌
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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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Q&A

1. 라비태그를 통해 어떤 건강관리가 되는 건가요?

A. 고양이는 고양이마다의 활동 또는 휴식의 패턴 및 배변습관이 있습니다. 라비태
그는 이 활동 패턴 또는 휴식 패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평소와 다른 패
턴으로 움직이거나 휴식한다면, 생활환경에 평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라비태그는 어떻게 움직임을 측정하나요?

A. 라비태그는 펜던트 내부에 장착된 가속도 센서를 통해 고양이의 움직임을 측정하
는 전자기기입니다.



3. Wi-fi (와이파이) 기능이 있나요?

A. 라비태그는 BLE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되며, 별도의 Wi-fi, GPS, 심박수 측정 기
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데이터를 동기화 또는 업로드 할 수 있나요?

A. 라비태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스마트폰으로 펄송 앱을 통해 동기화를 진행하
거나 또는 펄송의 IoT 제품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5. 데이터 저장량에 제한이 있나요?

A. 라비태그는 최대 7일 간의 데이터를 라비태그 내에 저장 가능하며, 동기화를 하지 

않아 라비태그 내의 저장량이 가득 찼을 경우 최신 일자의 데이터가 추가되면 7일 이
전의 데이터는 자동 삭제됩니다.



6. 어플에서 기기를 동기화하지 못했습니다.

A. 기기 삭제 후 기기 재등록을 진행하시면 동기화 실패 오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
다.



7. 우리 고양이는 걷지 못하는데도 측정이 될까요?

A. 앞다리 또는 뒷다리가 불편한 고양이라도 속도가 감지되는 여건 하에 사용 가능
합니다.



8. 강아지에게도 착용이 가능한가요?

A. 본 기기는 고양이의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제품으로, 강아지에게 착용 시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9. 우리 고양이가 스트랩 착용을 불편해 하면 어떡하죠?

A. 목걸이 착용 경험이 전혀 없는 고양이라면 라비태그 구매 전 목걸이를 착용하여 

적응기를 주신 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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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LavvieTAG 라비태그

제품명: Smart Pet Health Tracker 스마트 반려동물 헬스 트래커

*라비태그 사양*

    모델명: LavvieTAG 라비태그

    제조사: PurrSong, Inc.

    제조국: 한국

    제조일자: 별도표기

    사이즈: 22.5 X 22.5 X 12.5 (mm)

    정격전압: 3.7V

    충전전압, 전류: DC 5V, 50mA

    소비전력: 0.5mW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KC인증번호 : R-R-PSw-LavvieTAG1

제품명 : Smart Pet Health Tracker 스마트 반려동물 헬스 트래커

모델명 : LavvieTAG 라비태그

정격전압 : 3.7V (충전 DC 5V 0.5A)

사용장소 : 가정용(옥내용)

판매원 : (주)펄송

제조원 : (주)펄송

제조국 : 대한민국

제조연월 : 별도표기

소비자 상담 문의

한국 : 카카오톡채널 PURRSONG

Foreign : info@purrsong.com



Temperature setting for the use: 10℃ ~ 35℃

Place for the use: For residential use (indoor)

Manufacturer : PurrSong, Inc.

Address: 1F, D-2dong, 179, Daehag-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Country of Origin: Republic of Korea

Date of manufacture: Indicated separately


부록 규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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