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과 여러분의
애완견
건강과 웰빙

애완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건강과 웰빙
애완동물에게 건강과 웰빙 제품이 필요한가?
애완동물용 건강과 웰빙 제품은 주인에게
있어선 가구 및 식기와 똑같다.
사람들이 가구와 식기를 고를 때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직접 사용하는
애완동물에게는 겉모습과 더불어 그 이상이
요구된다.
애완동물의 요구를 만족하는 PetSafe® 디자인
제품, 제조 과정에는 기술자 및 디자이너는
물론 동물 행동연구학자 및 수의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행동학자 및 수의사들은
동물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능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
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자사 제품이 애완동물 주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사의
건강과 웰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애완동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건강과 웰빙 제품은 애완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모든 애완동물은 먹고 마셔야
한다”

건강과 웰빙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자사의 건강과 웰빙 제품은 다양하며 애완동물의 삶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애완동물은 먹고 마셔야 한다. 건강과
웰빙 제품은 귀하의 애완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PetSafe® 건강과 웰빙 제품에는 귀하의 애완동물이 사료를 더
먹을 수 있도록 타이머가 있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양방향
사료 공급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Drinkwell 급수대는 애완동물의
건강에 필수인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 애완동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과 웰빙 제품은
귀하의 애완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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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시스템
공급 시스템은 애완동물에게 주기적으로 건조 비스킷 또는 캔
사료 등을 주기적으로 소량씩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양이와
작은 개가 조금씩 자주 먹을 수 있다. 위장 장애가 있는 몇몇
애완동물은 조금씩 주기적으로 사료를 먹게 되면 이로울 수
있다. 사료 공급 시기는 사전에 결정이 가능하므로 주인이 집에
없을 때 지정된 시간에 약을 먹여야 하는 경우 이상적인 공급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자사의 모든 사료 공급장치의 쟁반은 주인의 편의와 위생을 위해
식기세척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료 공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장기간 애완동물을 홀로 두어선 안 된다.

5 Meal Pet Feeder는 배터리 작동
방식의 회전시스템이다. 원형으로 된 5
개 쟁반에는 한 부분만 열려있는 뚜껑이
달려 있다. 쟁반 회전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루 최대 5번 신선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
2 Meal Pet Feeder는 배터리 작동 방식의
‘뚜껑 제거’ 시스템이다. 두 개의 쟁반
각각에는 별도의 뚜껑이 있어 최대 48
시간 동안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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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대
급수대를 활용하여 애완동물이 물을 더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특히 식성이 까다로운 고양이에게도 좋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개에게도 아주 유용하다.
고양이가 마시는 물은 가능한 개울과 유사해야 한다.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먹고 마시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과 물을 먹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
고양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음식과 물 사이를 이동하는 게
문제가 될 경우 보다 가까이 놓을 수 있다.
Drinkwell® 개수대는 숯 필터를 사용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냄새
또는 오염을 없앨 수 있다. 특허를 받은 ‘자유낙하’ 시스템이
특히 매력적이며 애완동물이 물을 마시도록 한다.물의 흐름을
애완동물의 취향에 맞추어 간단하게 조절하여 수중 펌프는 아주
조용하다.
수화작용은 모든 애완동물에게 있어 중요하지만 특히 건강하지
않을 때 중요하다.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애완동물의 수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방광염을 앓고 있는 애완동물은 물
섭취량을 증가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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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공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장기간 애완동물을 홀로 두어선
안 된다”
우리의 사명
PetSafe® 는 동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귀하의 애완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한다.

YOU & YOUR PET
Written and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David Chamberlain BVetMed. MRCVS,
Veterinary Consultant to PetSafe.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와 질문은
아래로 연락 하여주십시요:
이메일 asiacc@petsafe.net
웹사이트 www.petsafe.net

© 2011 Radio Systems Corporation,
10427 PetSafe Way, Knoxville, TN 37932 USA.
All rights reserved. 415-1772-42

Part of the PetSafe® family of bra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