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품

Soundbrenner Pulse

충전 스테이션

충전 케이블

긴 밴드

짧은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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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하기
Soundbrenner Pulse에는 표준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는 자성 충전 스테이션이 제공됩니다. 컴퓨터 USB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USB 벽 어댑터(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포함된 벽 어댑터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중

충전 중에는 로고가
주황색으로 천천히
깜박입니다.

완전 충전됨

충전이 끝나면 로고가
녹색으로 켜집니다.

참고

Soundbrenner Pulse를 상자에서 꺼낸 후에, 30분 이상
충전하세요. 완전히 충전되려면 2.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 충전 시 평균적으로 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앱 다운로드
더 강력한 사용과 꾸미기를 위해, Soundbrenner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OS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Soundbrenner’를 검색하거나,
www.soundbrenner.com/start를 방문한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기기에 맞는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www.soundbrenner.com/start

Go

또한, Mac OS X용 Soundbrenner DAW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Avid Pro Tools, Ableton
Live 및 Logic Pro X를 비롯한 모든 주요 DAW
제품군과도 작동하며, Soundbrenner Pulse와
자주 이용하는 DAW 간의 템포를 동기화합니다.
Soundbrenner DAW 도구로 시작하려면,
soundbrenner.com/dawtools를 방문하세요.

시스템 요구 사항
기기
iPhone 4S / iPod touch 5 / iPad 3 이상
대부분의 Android 휴대폰 및 태블릿
운영 체제
iOS 8.4 이상
Android 4.3 이상
기기
블루투스 4.0 내장 Mac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운영 체제
OS X 10.10 Yosemite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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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설치 방법
1

Soundbrenner Pulse의 가장자리
에서 틈을 찾으세요.

2

Soundbrenner Pulse의 한 쪽을
밴드에 끼우세요.

3

다른 손을 사용하여 밴드의 반대쪽이 딱
들어갈 때까지 당기세요.
참고

Soundbrenner Pulse와 밴드가 단단히 맞물렸는지
확인하세요.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밴드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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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보기
SNBR.IO/U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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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위치
연주가, 연주하는 악기, Soundbrenner Pulse를 착용한 신체
부위에 따라 진동을 느끼는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처음 세션 몇 번은 밴드 둘 다를 사용해보고, Soundbrenner
Pulse 착용 위치를 바꿔가며 가장 느낌이 좋은 곳을 찾아보세요.
스트랩을 단단히 조이세요. 스트랩을 단단하게 조일수록 진동이
강해집니다.t

팁

연주 중에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신체 부위에
Soundbrenner
Pulse를
착용하세요. 너무
많이 움직이면
진동에 집중이 안
됩니다.

긴 밴드의 후크를 이용하여 손쉽게
팔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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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느끼기
진동 메트로놈을 이용하면 일반 클릭을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Soundbrenner Pulse를 처음 사용하면, 완전히 처음부터
비트를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집니다. 전형적인 메트로놈으로
연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비트를 감지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클릭소리와진동에다르게반응합니다.시간이흐를수록,진동은
무의식적인 느낌이 되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비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팁

하지만,포기하지마세요.시간이갈수록
점점 나아집니다. 전형적인 메트로놈으
로 연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동의 길이와 강도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Soundbrenner Pulse는 9개의 햅틱 프로필을 지원합니다. 3
가지 길이와 3단계의 진동 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동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진동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undbrenner
Pulse를 설정한 후에, 설정 메뉴의 햅틱 섹션으로 가서 다양한
진동을 실험해 보세요.

팁

Soundbrenner Pulse를 설정한 후에,
설정 메뉴의 햅틱 섹션으로 가서 다양한
진동을 실험해 보세요.

동영상에서 보기
SNBR.IO/U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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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고 끄기
Soundbrenner Pulse를 켜거나 끄려면, 한쪽 방향으로 동그란
링을 1/4만큼 돌린 다음 2초 동안 손가락 두 개로 전면을
터치하세요.

2
돌리기

탭

Soundbrenner Pulse가 시작하면 흰색으로 깜박이며 0.5초
동안강렬하게진동합니다.로고는유닛을끌때까지유지됩니다.
끄는 동안에는 Soundbrenner Pulse가 흰색으로 짧게
깜박입니다. 더 이상 깜박이지 않으면 꺼진 것입니다.

팁

재생이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Soundbrenner Pulse를 꺼야 합니다.

동영상에서 보기
SNBR.IO/U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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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Play and Pause

BPM Tap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여
빠르게 두 번 탭하면
메트로놈이 재생되거나
일시 정지됩니다.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여
전면을 세 번 탭하세요.
기기가 탭의 평균 템포를
따라갑니다.

2번 탭

팁

3번 탭

탭할 때는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여
표면에 평평하게 대야 합니다. 손가락
끝만 사용하지 마세요.
BPM Wheel
돌리기

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BPM을 줄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BPM을 높입니다.
동영상에서 보기
SNBR.IO/U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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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알림
배터리 부족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Soundbrenner Pulse
가진동하고빨간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참고

완전히 충전되려면 2.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 충전 시
평균적으로 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Soundbrenner Pulse
가 기기와 연결이 끊기면
자동으로 복구 모드로
바뀌어서 파란색으로
깜박입니다.

Soundbrenner Pulse를 기기에 다시 연결하려면
Soundbrenner 앱을 열고, 설정을 누른 다음, 메뉴에서 연결이
끊긴 Soundbrenner Pulse를 탭합니다.

참고

다시 연결하지 않고 탐색 모드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터치
표면을 한 번만 터치하면 됩니다.

동영상에서 보기
SNBR.IO/U15

9

10

한국어

멀티 링크
최대 5개의 Soundbrenner Pulse 유닛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하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밴드 또는 귀하와 귀하의 음악
선생님도 함께 비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Soundbrenner Pulse를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 봤으면,
추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iOS: 그냥 앱을 열어서 설정 탭을 누른 다음 ‘다른
Soundbrenner Pulse 추가’를 탭하면 됩니다.
Android: 앱을 실행하여, 탐색 서랍을 열고
‘Soundbrenner Pulse 연결하기’를 탭하세요.

메트로놈 화면에서 재생을 누르면 연결된 모든 Soundbrenner
Pulse가 동시에 진동합니다. 진동 및 라이트 같은 설정은
유닛마다 설정해야 합니다. 모두 같은 리듬을 느끼지만, 나머지는
자신의 신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Soundbrenner Pulse를 연결 해제해야 하는
경우, 과정은 간단합니다.

iOS: 설정 탭에서 연결을 끊을 기기를 찾고 왼쪽으로
밀면 ‘연결 해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Android: 탐색 서랍에서 연결을 끊을 기기를 탭하면 ‘연결
해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동영상에서 보기
SNBR.IO/U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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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Soundbrenner Pulse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유닛을다시시작하면해결됩니다.먼저,충전스테이션이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Soundbrenner Pulse의 가장자리를 잡고 표면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충전 핀에 거꾸로 올려놓으세요.

2

다시 시작하기

제대로 다시 시작되면
기기가빨간색으로잠깐
깜박입니다.

참고

다시 시작한 후에도 Soundbrenner Pulse가 이상하면
Soundbrenner 모바일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 Soundbrenner Pulse에 연결하여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영상에서 보기
SNBR.IO/U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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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Soundbrenner Pulse의 표면을 터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유용한 팁을 참고하세요.
먼저, 기기를 착용하세요. 손에 들고 있지 마세요. 기기의 터치
센서는 피부와 접촉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탭할 때는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고, 표면에 동시에
대세요. 손가락 끝만 사용하지는 마세요.
메트로놈을 시작하거나 멈추거나 BPM을 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더 빠르게 탭해 보세요. Soundbrenner Pulse는
짧은 탭과 길게 누르기를 구별합니다.

팁

탭할 때는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여
표면에 평평하게 대야 합니다. 손가락
끝만 사용하지 마세요.

동영상에서 보기
SNBR.IO/U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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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모든 음악가의 선호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Soundbrenner Pulse를 자신만의 것으로 꾸밀 수
있게 했습니다.
각 비트의 진동 길이와 강도를 조정하거나 진동을 모두
비활성화하는 방법
설정 → 내 기기 탭 → 진동
탐색 서랍 → 내 기기 탭 → 진동

각 비트의 라이트 색상을 꾸미거나 라이트를 모두
비활성화하는 방법
설정 → 내 기기 탭 → 라이트
탐색 서랍 → 내 기기 탭 → 라이트

메트로놈 톤을 바꾸거나 앱에서 오디오 클릭을 비활성
화하는 방법
설정 → 앱 설정
탐색 서랍 → 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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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경고: 질병
Soundbrenner Pulse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있거나 과거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해당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부 예시).
•
•
•
•
•
•
•

백색손뼈증후군(White-knuckle Syndrome)
손팔 진동 증후군(HAVS)
기억상실
간질
고혈압
실리콘 알레르기
심장, 신경 또는 피부 질병

경고: 의학 기기 간섭
Soundbrenner Pulse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학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해당되는 의학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부 예시).
•
•
•
•

관상동맥 스텐트
세동제거기
심장박동기
기타 삽입형 의학 기기

의학 기기에 간섭을 일으키거나 기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Soundbrenner Pulse의 사용을 중단하세요.
경고: 빈번하고 장기적인 사용
Soundbrenner Pulse를 빈번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부 사용자에게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Soundbrenner Pulse를 사용하는 중에 가려움, 반점 및/
또는 부어오름을 경험하는 경우 즉시 기기를 제거하고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세요.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고: 전기 장비
Soundbrenner Pulse와 충전 스테이션은 전기 장비이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기기를 너무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부적절하게 다루거나 폐기하는 경우, 본 제품 및 배터리의 물질은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Soundbrenner Pulse가 따뜻해 지거나 뜨거우면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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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자석
충전 스테이션에는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신용카드, 열쇠카드
및 기타 자성을 띤 물건은 충전 스테이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경고: 배터리
인증된 Soundbrenner 충전 스테이션만 사용하여 기기를
충전해야만 안전 또는 전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증이 무효화되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기가 완전히 충전되자마자 전기 소켓에서 충전
스테이션을 연결 해제하세요.
습한 곳에서는 기기를 충전하지 마세요.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 주변에는 기기나 충전 스테이션을 두지
마세요.
경고: 물
Soundbrenner Pulse가 방수가 되고 물에 강하긴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 속에 빠뜨리지는 마세요.
빗속이나 젖은 상태에서 장시간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Soundbrenner Pulse 유지 관리
최적의 성능을 위해 기기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조심하세요. 밴드의 색상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Soundbrenner Pulse를 환기가 잘 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멋진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물기가 있는 천으로 기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기기를 물에 씻지 마세요.
보증 및 규정 정보는 16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M 및 ⓒ 2016 Soundbrenner Limited.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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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This Limited Warranty does not cover the following:
•
•
•
•
•

Our mobile apps and desktop software;
Damage arising from negligence and/or improper use;
Unauthorized modification;
Theft or loss of the product; or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Refer to the license agreement included in the software and the
Soundbrenner Terms of Service for details of your rights with respect
to proper use.
Soundbrenner will either repair, replace or refund your Soundbrenner
Pulse at its own discretion. Warranty benefits are in addition to rights
provided under local consumer laws.
For validation purposes, you are required to provide proof of purchase
details when making a claim under this warranty.
Terms of Service
Soundbrenner’s terms of service can be viewed at
http://www.soundbrenner.com/terms
Privacy Policy
Soundbrenner’s privacy policy can be viewed at
http://www.soundbrenner.com/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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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INFORMATION
FCC Compliance Statement
The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
•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EU Compliance Statement
Soundbrenner Limited hereby declares that this Soundbrenner Pulse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1995/5/EC.
Disposal and Recycling Information
As signified by the symbol on the packaging, your product should be
disposed of at a recycling center due to the device’s electronic nature
in order to encourage sustainable reuse and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Disposing of the device separately from household wastes also
prevents potential hazards to the environment or others.
Bluetooth Information
The Bluetooth® word mark and logos are registered trademarks
owned by Bluetooth SIG, Inc. and any use of such marks by
Soundbrenner Limited is under license. Other trademarks and trade
names are those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is product contains QD ID 78915. Declaration ID D029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