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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하기 전에

헤더

주요�컨텐츠네비게이션�바
(열림)

heartisense™ 를�활용하여�심폐소생술�교육을�시작하기�전에,�다음을�확인하세요.

 ✓ heartisense™ kit�을�마네킹에�적절히�설치하고,�전원을�켜십시오.
 ✓ heartisense™ kit 을 instructor 혹은�student 앱에�연결하십시오.� 

kit 를�어플리케이션에�연결하는�방법은�5페이지를�참조하세요.
 ✓ heartisense™ kit 를�마네킹에�설치하는�방법은�우측�하단의�QR�코드를�스캔하세요.�(동영상�가이드)
 ✓ (선택)�LMS (www.heartisense.com/lms)에�접속하여�미리�학생의�정보를�입력해두시면�편리합니다.

네비게이션�바
(접힘)

0.1.�앱�화면의�구성

0.2.�준비하기

heartisense™ kit�의�파란�불빛이�
깜빡이는�것은�키트가�앱에�연결할�준
비가�되었다는�의미입니다.

 ⚠ heartisense™ kit�와 instructor 앱을�연
결하시려면�LED�A가�깜빡이는지�확인하
십시오. 

 ⚠ 하나의�kit�는�한번에�instructor�와�
student�앱�각각�1개�까지�연결하실�수�
있습니다.�반대로�instructor�앱은�동시
에��6개의�kit 와�연결이�가능합니다.

 heartisense™ kit �마네킹에�설치하기:

https://goo.gl/B8D7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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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설정�저장하고� 
다음�단계로�진행
(2.�강사�화면,�p.5)

설정�저장하고� 
다음�단계로�진행
(2.�강사�화면,�p.5)

교육�설정

기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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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 화면

2.1. kit 연결하기

연결하고자�하는�키트의�
ID�번호를�선택하세요.

3.1로�이동

키트의�연결을�끊습니다.

감도�설정이�필요함
→�다음�장으로

키트가�연결되면�다음�두�상태중�한가지�상태로�표시됩니다.

감도�설정�완료됨

키트의�ID번호는
제품�하단�여기에�있습니다.

연결버튼�위에�Kit�ID�
숫자가�있는�경우,�버튼
을�누르면�해당�키트로�
재연결을�시도합니다.

②

현재�연결된�
Kit의�ID�번호 혹은

2.2.�감도�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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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감도�설정하기�(계속)

천천히�호흡을�다섯번
불어넣으세요.

측정이�적절한지�
확인하세요.

+�혹은�-�를�눌러
측정값을�미세조정
할�수�있습니다.�

정확한�보정을�위해
백벨브�마스크를� 
활용하시기를�권장합니다.

각�슬롯에�학생을�배치하시려면,�
'학생�배정'�버튼을�클릭하시거나�
네비게이션바의�아이콘(���������)을�
누르십시오.
 
(3.학생�배정하기,�p.9)

교육을�시작합니다.
-�'전과정�실습'�모드를�선택하신�경우�7쪽을�참고하십시오.
-�'단계별�연습'�모드를�선택하신�경우�8쪽을�참고하십시오.

2.3.�피드백�표현

준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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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크린이�표시되면
학생들에게�시나리오를
제시하여�주세요.

학생들이�심폐소생술�전체�과정을�
수행하도록�지도하십시오

학생들이�압박과�호흡을�수행하면� 
화면에�피드백이�표시됩니다.

각각의�패널은�독립적으로�움직입니다.�
여러�학생들이�서로�다른�단계를�진행하
고�있을�수도�있습니다.

모든�키트의�센싱을�중단하려면,�화면� 
우측�하단의�중지�버튼을�선택하십시오.

각�슬롯의�빈�부분을�선택하시면
해당�슬롯의�자세한�피드백�정보를�제공합니다.

전과정�실습은�시나리오와�함께�심폐소생술의�모든�과정을�실습해보는�모드입니다.

2.3.�피드백�표현�(계속)

전과정�실습�모드

피드백�화면

센서�준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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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연습�모드'�는�심폐소생술�과정중�특정�부분을�연습할�수�있는�기능입니다.

강사는�스크린�하단의�아이콘을�
클릭하여�전체�수업의�진행을� 
관리할�수�있습니다.

학생이�student�앱에�연결하면,�
자동으로�instructor�앱과�진행이�
동기화됩니다.

심폐소생술�입력(가슴압박/호흡)에�관한�
피드백은�이�단계에서만�제공합니다.
피드백의�방법은�전과정�실습�모드와�
같습니다.

가슴압박�피드백,�자세히�보기�화면

호흡�피드백,� 
간단히�보기�화면

핸즈오프타임,
간단히�보기�화면

압박�피드백,
간단히�보기�화면

평가종료후�요약,
간단히�보기�화면

호흡�피드백,�자세히�보기�화면

각각의�과정을�선택하면,�선택된�과정에�
관한�설명과�지시가�진행됩니다.

팝업창을�닫으시면� 
내래이션이�종료되고�해당�
과정이�바로�시작됩니다.

2.3.�피드백�표현�(계속)

단계별�연습�모드

피드백�종류



I.M.LAB 9

배정�상황 학생�목록

그룹리스트�
(선택하여�그룹�편집)

학생�및�그룹�입력부

학생�그룹은�회색�음영
으로�표시됩니다.

학생의�이름과
이메일�계정을�입력하세요

3.2,�p.�10으로�이동

+버튼을�눌러�학생을�추가
하면�선택된�그룹의�학생
목록이�업데이트됩니다.

앱에서�추가하기

LMS로�추가하기

3. 학생 배정하기

3.1.�학생을�추가하는�방법

LMS의�라이센스와�계정을�가지고�계시다면,
웹을�통해서�학생목록을�미리�만들어�두실�수�있습니다.
(heartisense.com/lms)

가져오기를�선택하여�LMS에서�
학생을�불러올�수�있습니다.
(see�3.3,�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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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MS에�로그인하기

3.3. LMS에서�학생�내려받기

instructor�앱을�통해�로그인�하기�전에,�소속기관�또는�단체에�문의하여�LMS계정을�발급받으십시오.�
또는�개인�강사의�라이센스를�구매하실�수도�있습니다.

①�LMS에�로그인하세요.

②�가져오기�버튼을�누르십시오

③�기기에�저장하고자�하는�그룹
들을�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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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생을�슬롯에�배정하기

사용자가�선택하는�순서대로�
마네킹�A~E�슬롯에�학생이� 
배정됩니다.

3.3. LMS에서�학생�내려받기�(계속)

④�가져오기�버튼을�누르세요

⑤�학생�목록이�성공적으로�저장되었는지�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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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이후

4.1.�데이터�다시�보기

데이터를�확인하고자�하는�
학생�행의�'보기'버튼을�선택
하면,�진행하였던�교육의� 
결과가�표시됩니다.�

아래�①을
참조하십시오.

①�데이터�상태�표지

보시려는�데이터의�
종류를�선택하세요.

일반인�구조자

CPR�연습
성인 성인소아 소아영아 영아

의료인�구조자

CPR�평가

빈�데이터
(노란색)LMS로�아직�전송하지�않은�데이터

(초록색)�LMS로
전송�완료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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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LMS로�데이터�전송하기

①�전송하려고�하는�학생이나� 
그룹을�선택하십시오.

②�보내기�버튼을�누르십시오.

③�상태�변경됨

제품을�사용하시는�도중�문의사항이�있으시다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이메일�:�contact@imlabworld.com
대표전화�:�070-5056-3900��(영업시간 :�오전�09:30�~�오후�6:30,�월~금)
Fax�:�0505-170-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