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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전에
1-1. 안전사항 Safety Information
CBS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사용하기 전에
• CBS와 함께 제공된 설치 및 운영 설명을 모두 읽고 지시사항을 따르세요.
• CBS는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CBS는 프리미엄 또는 보급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구성품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노인, 양안시 이상자, 정신질환자, 심장 질환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CBS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CBS를 사용하지 마세요. 만 13세 이상의 어린이가 CBS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는 어린이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하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용 중에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CBS 구성품인 HMD는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손과 눈의 협응 능력, 균형 감각, 다중 작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어린이가 CBS를 사용한 후 위와 같은 능력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불쾌감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의 지시사항 및 주의사항을 항상 지키세요.

•
•
•
•
•
•
•

안전한 환경에서의 사용: CBS에서의 HMD 사용은 사용자가 가상 현실 경험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시야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합니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살피고 사용 중 주변 환경에 주의하여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세요.
안전한 경험을 위해, CBS를 사용하는 때에는 앉거나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CBS를 사용하기 전에 주변에 걸릴 수 있는 위험물을 제거하세요.
HMD가 머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편안하게 착용하고, 하나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조정하세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사용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불쾌감이 느껴지면 더 오래 그리고 더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가장 적합한 휴식 시간과 빈도를 정하세요.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면 청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상 현실 경험은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청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불쾌감
• 사용하는 중에 다음 중 하나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세요 :
발작, 인지 상실, 눈의 피로, 눈이나 근육의 경련, 무의식적 움직임, 시력 저하, 흐릿함, 복시, 그 밖의 다른 시각적 이상, 현기증,
방향 감각 상실, 균형 감각 장애, 눈과 손의 협응 장애, 과도한 땀, 타액 분비 증가, 메스꺼움, 어지러움, 머리나 눈의 통증이나
불쾌감, 졸음, 피로, 기타 멀미와 비슷한 증상.
• 증상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운전, 기계 조작,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각이나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행동
(즉, 증상에 의해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해가 유발될 수 있는 활동), 또는 그 밖에 균형 감각 또는 손-눈 협응을 요하는 행동
(스포츠 또는 자전거 타기 등)을 하지 마세요.
•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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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전에
1-1. 안전사항 Safety Information
전기 충격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세요.
• 제공된 부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세요.
•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전선이 노출된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 전원 어댑터를 액체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 청소 전에 전원 어댑터의 플러그를 뽑고 마른 헝겊으로 청소하세요.
• 제품을 화기나 기타 열원으로부터 멀리 두세요.
배터리
• 이 제품 안에 리튬 이산화망간, 오산화바나듐 또는 알칼라인 배터리 팩이 내장되어 있으며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터리 팩을 분해하거나 찌그러트리거나 구멍을 내거나 외부 접촉을 통해 방전시키거나 불이나 물 속에 폐기하지 마세요.

손상 또는 고장 제품
• 일부분이라도 고장나거나 손상된 경우 장치를 사용하지 마세요.
• 고장 또는 손상 시 곧바로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많거나 더러운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먼지 또는 이물질로 인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연결부에 전도성 이물질(액체, 먼지, 금속 가루, 연필심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식이나 일시적인 단락(합선)으로 인해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유아 또는 애완동물이 제품을 빨거나 물어뜯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은 부품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주파(RF파)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 병원이나 의료 기기 근처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에 장착된 모바일 기기의
전자파가 의료 기기 또는 전자 운항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 때, 심장박동 보조 장치와의 거리가 15cm 이내인 경우
제품의 전자파가 심장박동 보조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꼭 제품을 사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심장박동 보조 장치와 15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VR 마스크, 마우스 쉴드, 폐 주머니 등 소모품들은 분리수거해서 버리세요.

배터리, 배터리 팩, 축전지 등을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세요.
이러한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올바르게 폐기하려면 해당 지역의 수거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Tetra Signum, 공인 Tetra Signum 협력업체 또는 대리업체에 반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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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전에
1-1. 안전사항 Safety Information
아래 기호는 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장비가 손상 될 수 있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기호입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과 아래 기호로 표시되어있는 사항들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되거나 정보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참고: 중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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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전에
1-2. CBS에 대하여 About CBS
자기주도 학습형 VR 심폐소생술 교육 솔루션, CBS
- CBS는 심폐소생술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형 솔루션입니다.
- HMD를 활용한 몰입형 실습과 테스트를 통해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CBS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있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품명

CBS 2.0

웹사이트

http://cbs.tetrasignum.com

기능

자기주도 학습형 VR CPR 학습 플랫폼

- VR 강사의 지도 하에 스스로 진행하고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형 VR 교육 콘텐츠
- 복잡한 설치 매뉴얼 없이 간단하고 쉽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
- 관리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춘 체험 단계 및 상황 설정 제공
- 국내외 심폐소생술협회에서 지정한 공식 가이드라인 준수
특징

- 국내 최고 의료진의 자문으로 구성된 정교한 시나리오
-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행동을 분석해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정확한 피드백
-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단계별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
- 미니멀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디자인
- 다국적 언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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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전에
1-3. 제품 사양 Specifications
CBS Premium
모델명 Model

CBS 2.0 Premium

크기 Dimensions (WHD)

(보관 시) 738 x 2003 x 930, mm
(사용 시) 738 x 2003 x 2460, mm

재질 Material

ABS, Metal, Fabric, etc

중량 Weight

170kg

정격 전압 Power

100-240V, 60Hz

전원공급량 Power Supply

500~600W

구성품 사양

•

구성품은 모델에 따라 제공되지 않거나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Touch Display
모델명 Model

49” Multi-Touch Display(Customized)

터치 방식 Panel Technology

IR TOUCH

해상도 Resolution

1,920 x 1080 (FHD)

화면 크기 Monitor Dimension(WHD)

1,102.2 x 638.5 x 54, mm

2. PC
운영체계 OS

Windows 10

CPU

Intel i5 10세대

그래픽 Graphics

갤럭시 GeForce RTX2070 SUPER

저장장치 Storage

삼성 PM981a M.2 NVMe 256G

3. Speaker
오디오 Audio

10W, 30W amp

4. HMD
구성 Components

HTC Vive Pro(1), Base Station 2.0(1), Controller(1), LEAP Motion(1)

연결단자 Connections

Bluetooth, USB-C port for peripherals

헤드셋 센서 Headset Sensors

G-sensor, gyroscope, proximity, IPD, Dual Mic, Audio

5. Manikin (Customized)
크기 Dimensions (WHD)

350 x 630 x 210, mm

중량 Weight

3kg

6. Mat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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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Dimensions (WHD)

640 x 1551 x 20, mm

중량 Weight

1kg

2.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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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1. 제품 개요 Overview
CBS 2.0 PREMIUM
< 옆면 >

* 외관, 기능 및 옵션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터치 디스플레이
Touch Display

베이스 스테이션 2.0
Base Station 2.0

2

보관함
Container

6

4
3

7

번호

14

마네킹
Manikin

매트
Mat

VR 컨트롤러
VR Controller

5

8

HMD
HMD

트랙볼 미니 키보드
Mini Keyboard

구성품

설명

1

터치 디스플레이

화면을 손으로 터치해 작동시킬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2

베이스 스테이션 2.0

HMD와 컨트롤러의 위치 및 모션을 파악하는 적외선 센서입니다.

3

매트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고 마네킹과 트래커 위치를 고정시키는 접이식 매트입니다.

4

마네킹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된 실습용 센서 내장 마네킹입니다.

5

HMD

VR 헤드셋 ‘Vive Pro’와 손 인식 센서 ‘LEAP Motion’이 결합된 유선 HMD입니다.

6

보관함

매트, 마네킹, HMD, 트래커 및 위생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자동문 방식의 보관함입니다.

7

컨트롤러

(관리자용) VR 환경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HMD 전용 컨트롤러입니다.

8

트랙볼 미니 키보드

(관리자용) 각종 콘텐츠 관리 및 AS를 위한 마우스 결합형 키보드입니다.

2. 설치하기
2-1. 제품 개요 Overview
CBS 2.0 PREMIUM
< 뒷면 >

* 외관, 기능 및 옵션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전원 버튼
Kiosk Power Button

1

전원 입력 소켓
Power Socket

2

4

3

번호

슬라이딩 문
Sliding Door

보관함 문 버튼
Door Button

구성품

설명

1

키오스크 전원 버튼

키오스크 전체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2

전원 입력 소켓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소켓입니다.

3

보관함 문 버튼

보관함의 문을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4

보관함 문

보관함 문 버튼을 누르면 위 아래로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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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1. 제품 개요 Overview
CBS 2.0 PREMIUM
< 구성품 >

16

마네킹

매트

VR 헤드셋

립모션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접이식 매트

HTC Vive Pro

손 인식 센서

USB 무선 랜카드

링크 박스

트래커

트랙볼 미니 키보드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VR 헤드셋 + PC 연결 박스

Vive 컨트롤러

키보드 + 트랙볼 일체형

키오스크

터치 디스플레이

베이스 스테이션

사용설명서

PC 내장형 키오스크

조립형 터치 디스플레이

모션 인식 센서

CBS 2.0 사용설명서

인공 폐 주머니

마우스피스

마우스쉴드

VR 마스크

인공호흡용 폐 주머니

인공호흡용 마우스피스

교체용 위생 마우스 쉴드

교체용 VR 위생 마스크

2. 설치하기
2-1. 제품 개요 Overview
CBS 2.0 PREMIUM
< 구성품별 부분 명칭 >

< Manikin >

센서 보드
PCB
마네킹에 내장되어 있는
다수의 센서 컨트롤 PCB

마우스피스
Mouthpiece
VR 전용 인공호흡
마우스피스

USB 연결 단자
USB Connector
마네킹 USB 케이블 연결 단자

피부 단추
Manikin Skin Fastener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

인공 폐 주머니
Lung Bag
인공호흡용 폐 주머니

< Mat >
마네킹 고정 홀더
Manikin Holder

자석
Magnet
-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체험 할
수 있게 Kiosk에 붙는 자석

학습 체험 위치
Starting Position
- 학습자가 여기서 무릎 꿇고 교육 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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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1. 제품 개요 Overview
CBS 2.0 PREMIUM
< 구성품별 부분 명칭 >

< HMD - VR 헤드셋 >
스피커
Speaker

HMD 전원 버튼
HMD On/Off
- PC에 정상 연결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연결 상태를 신호합니다.

마이크
Microphone

HMD 크기 조절 다이얼
Adjustment dial

볼륨 조절
Volume control

마이크 음소거 버튼
Mic mute button

- 볼륨 조절 버튼 ( + - )

렌즈
Lens

< HMD - Leap Motion>
* Leap Motion 센서는 VR 헤드셋과 같이 제공됩니다.

립모션
Leap Motion
- 표면을 항상 깨끗이 유지합니다.

케이블
Cable
PC로 연결되는 립모션 전용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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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
Pad

2. 설치하기
2-1. 제품 개요 Overview
CBS 2.0 PREMIUM
< 구성품별 부분 명칭 >

< Link box >
* Link Box는 보관함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명칭에 유의해야 합니다.

Side A : Connect to HMD

연결 상태
Status light

전원 버튼
Power button
HMD 연결 포트
HMD Display port

Side B : Connect to PC

전원 포트
Power Port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Mini Display Port
- 비디오/오디오 연결

USB 포트
USB Port

* Link Box 위치 (보관함 안쪽 벽에 내장)

* Link Box 위치 (구멍을 통해 전원버튼 및 LED 등 확인 가능)

19

2. 설치하기
2-1. 제품 개요 Overview
CBS 2.0 PREMIUM
< 구성품별 부분 명칭 >

< 베이스 스테이션 >

앞면 (센서)
Front panel
- 공간 감지용 적외선 레이저 센서

연결 상태
Status light
- 베이스 스테이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핀홀
Pin hole

마운트 나사 구멍
Threaded mounting hole

- 수동 체널 변경 가능

- 포지션 조정 가능한 마운트 1/4” 나사 구멍

전원 포트
Power port

< 컨트롤러 >
* 관리자용 컨트롤러입니다.
* 필요시 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합니다.

메뉴 버튼
Menu button
트랙패드
Trackpad

System 버튼
System button

트리거
Trigger

Micro-USB 포트
Micro-USB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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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1. 제품 개요 Overview
CBS 2.0 PREMIUM
< 구성품별 부분 명칭 >

< Trackball mini Keyboard >
* 관리자용 유선 미니 키보드입니다.
* 키보드는 사용 전에는 반드시 USB 연결을 하고 사용합니다.

좌우클릭 및 스크롤
L/R click & wheel

트랙볼
Trackball

Function 키
Fn key
- 초록색 영역의 키 선택 시, 필요한 키 입니다.

* 유선 키보드 연결 위치 (usb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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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2. 설치하기 Setup
아래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 공간 확보하기
1) 최소 2500mm x 1500mm x 2100mm 크기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2100mm

1500mm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세요.

2500mm

물기가 없는 공간에 설치하세요.

전원 케이블 연결하기
2

2) 키오스크 뒷면 하단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젖은 손으로 케이블을 만지지 마세요.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보관함 열기
3) 키오스크 뒷면 상단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관함을 엽니다.
3

슬라이딩 도어가 위로 열리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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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2. 설치하기 Setup
아래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팅하기

4

4) 접혀있는 매트와 마네킹을 같이 꺼냅니다.

세팅하기
5) 매트 뒷면에 벨크로를 부착한 다음,
그림과 같이 펼쳐줍니다.

5

세팅하기
6) 매트의 자석 부분을 키오스크에 부착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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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2. 설치하기 Setup
아래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팅하기
7) 마네킹을 매트에 고정시킵니다.
* 마네킹 뒷면에 있는 4개의 돌기를 매트 홈에 잘 맞춥니다.
7

세팅하기
8) 마네킹 하단에 마네킹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홈에 잘 맞추어 끼운 뒤, 나사를 돌려 고정시킵니다.

8
마네킹 케이블 위치

세팅하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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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네킹 케이블을 키오스크 앞 하단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설치하기
2-2. 설치하기 Setup
아래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팅하기
10) 와이파이 어댑터를 키오스크 앞 하단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10

와이파이 어댑터 위치

세팅하기
11) HMD를 보관함에서 꺼냅니다.

11

세팅하기
12) HMD의 정면이 키오스크 화면을 바라보게 한 뒤,
매트 위에 배치합니다.
12

줄이 꼬이지 않게 잘 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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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2. 설치하기 Setup
아래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팅하기
13) 마네킹 케이블을 벨크로 안에 정리한 뒤,
벨크로를 접어줍니다.

13

PC 전원 켜기
14) 키오스크 뒷면 상단에 왼쪽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14

*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쪽이 PC 전원버튼입니다.
* 짧게 한번만 누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링크 박스 전원 켜기
15) 보관함 안에 있는 Link box 전원을 켭니다.

Link box 위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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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2. 설치하기 Setup
아래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연결하기(무선)
16)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a. 윈도우 우측 하단에 Wi-Fi 아이콘을 누릅니다.
b.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해 연결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16

콘텐츠 실행하기
17) 바탕화면에 있는 [CBS 2.0]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17

연결 상태 확인하기
18

18) 모니터 상단 우측에서 아래 항목에 대한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a. 네트워크 연결 여부
b. HMD 연결 여부
c. Leap Motion 연결 여부
d. 마네킹 블루투스 연결 여부

4가지 중 한가지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Connectivity Troubleshooting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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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기
2-2. 설치하기 Setup
아래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세팅하기
19) VR 마스크와 마우스쉴드를 세팅합니다.

19

소모품은 체험자 1명당 1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

세팅 완료
20)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28

3. 운영하기

29

3. 운영하기
3-1. 사용 방법 Operating CBS
A. CBS 2.0 처음부터 설치하기
단계

1

설명

사진

1

키오스크 뒷면 하단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후,
버튼을 눌러 보관함 문을 엽니다.

2

2

보관함 문을 열어 매트, 마네킹, HMD를 세팅합니다.

3

3

마네킹 케이블과 와이파이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4

4

마우스 쉴드, VR 마스크 비치하고 보관함 문을 닫습니다.

5

5

PC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6

Link box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꺼져 있다면,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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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2.0] 프로그램을 켜고,
모니터 상단 우측에서 아래 항목에 대한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3. 운영하기
3-1. 사용 방법 Operating CBS
A. CBS 2.0 정리하기
단계

설명

사진

1

1

PC 전원 버튼을 눌러 PC를 끕니다.

2

2

마네킹 케이블과 와이파이 어댑터 연결을 해제합니다.

3

3

매트, 마네킹, HMD를 정리합니다.

4

4

마우스 쉴드, VR 마스크를 정리합니다.

5

5

필요 시, HMD(VR 헤드셋, 립모션)를 닦아줍니다.
* HMD 관리 방법은 3-2. 유지 보수 및 관리에서 확인하세요.

6

6

필요 시, 마네킹과 매트를 닦아줍니다.
* 마네킹과 매트 관리 방법은 3-2. 유지 보수 및 관리에서 확인하세요.

7

7

보관함에 매트, 마네킹, HMD, 소모품을 넣고 보관함을 닫고
키오스크 뒷면 하단에 전원 케이블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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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1. 사용 방법 Operating CBS
B. CBS 2.0 전원 켜기
단계

설명

사진

1

1

키오스크 뒷면 하단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2

PC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3

보관함 문을 엽니다.

4

Link box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꺼져 있다면,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3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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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2.0] 프로그램을 켜고,
모니터 상단 우측에서 아래 항목에 대한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3. 운영하기
3-1. 사용 방법 Operating CBS
B. CBS 2.0 전원 끄기
단계

설명

사진

1

1

PC 전원 버튼을 눌러 PC를 끕니다.

2

보관함 문을 엽니다.

2

3

3

마우스 쉴드, VR 마스크를 정리합니다.

4

4

필요 시, HMD(헤드셋, 립모션)를 닦아줍니다.
* HMD 관리 방법은 3-2. 유지 보수 및 관리에서 확인하세요.

5

5

6

필요 시, 마네킹과 매트를 닦아줍니다.
* 마네킹과 매트 관리 방법은 3-2. 유지 보수 및 관리에서 확인하세요.

키오스크 뒷면 하단에 전원 케이블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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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2. 유지 보수 및 관리 Maintenance
운영 시, CBS 2.0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교체 및 세척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A. HMD 관리

0. 자외선 살균
보관함 내에 마네킹과 HMD를 살균하는
자외선 살균기(UVC L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관함의 문을 닫으면 항상 켜집니다.

눈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실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립모션
VR 헤드셋
닦기
1.
분리하기

1

3

1) ₩찬물에
적셔서 닦고
공기 중에
10분 동안
HMD에
부착되어있는
립모션을
분리합니다.
말리세요.
2) VR 헤드셋에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부분을 마른 천으로
닦으세요.

장비를 만지기 전 · 후에 손을 청결하게 씻습니다.
줄이 꼬이지 않게 잘 펴주세요.

2. 립모션 닦기
마른 천을 사용해 센서 전면부 렌즈를 닦습니다.

2

렌즈를 닦을 때 세정액, 세정제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립모션 장치에 물이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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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2. 유지 보수 및 관리 Maintenance
운영 시, CBS 2.0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교체 및 세척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A. HMD 관리

3. HMD 닦기

3

4

1) 천을 찬물에 적셔서 닦고 공기 중에 10분 동안
말리세요.
2) HMD에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부분을 마른 천으로
닦으세요.

4. HMD 패드 분리하기
HMD에 부착되어있는 패드를 분리합니다.
- 뒷면 : 패드를 한쪽에서부터 천천히 제거하세요.
- 앞면 : 패드를 아래 부분부터 양쪽에서 천천히
제거하세요.

패드를 천천히 분리하세요. 벨크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립모션을 분리한 상태로 HMD을 내려놓으세요.

5

5. 패드 세척하기
천을 찬물에 적셔서 닦고 공기 중에서 말리세요.

세탁이나 다림질하지 마세요.
물기를 짜거나 물에 담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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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2. 유지 보수 및 관리 Maintenance
운영 시, CBS 2.0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교체 및 세척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A. HMD 관리

6. 패드 다시 부착하기
패드가 완전히 마른 후 앞·뒷면 패드를 부착하세요.
* 앞면 패드는 위쪽에 있는 탭을 HMD에 꽂아
부착하세요.

6

7. HMD 렌즈 닦기
1) 박스에 포함되어있는 클리닝 클로스를 사용합니다.
2) 먼저 알코올 또는 렌즈 클리너를 살짝 묻힙니다.
3) 안에서 바깥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렌즈를 닦습니다.
7

렌즈가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 립모션 부착하기
립모션을 다시 부착합니다.
*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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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2. 유지 보수 및 관리 Maintenance
운영 시, CBS 2.0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교체 및 세척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C. 마우스피스 세척하기

1. 마우스피스 분리하기
1

탈부착 가능한 3D 프린팅 형태로, 상단 부분만 분리합니다.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부서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마우스피스 세척하기
순한 비누와 물로 씻어주세요.
2

3. 마우스피스 부착하기
다시 마네킹 입에 부착해주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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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2. 유지 보수 및 관리 Maintenance
D. 매트 닦기

운영 시, CBS 2.0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교체 및 세척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트 닦기
클리너를 사용하여, 매트를 닦습니다.

E. 마네킹 피부 닦기

마네킹 피부 닦기
클리너를 사용하여 몸통/얼굴 피부를 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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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3. 교육 예약 및 데이터 확인 Web Server Management
웹을 통해 CBS 솔루션을 관리합니다.
웹 주소 : http://cbs.tetrasignum.com
- 특징
- Cloud System 기준(네트워크 연결)
- 설치된 키오스크 현황 실시간 확인
- 학습자의 교육 예약 확인 및 관리
- 학습 RAW DATA 내보내기 및 관리
- 학습자의 수료증 결제 내역 확인 및 관리
- 프로젝트 관리
* 전체 관리자만 접근 가능

* RAW DATA (excel export)
- 학습자 기본 정보(성별, 연령대, 교육 이수 여부)
- 의식확인 여부
- 도움요청 여부
- 호흡확인 여부
- 가슴압박 깊이 / 속도 / 위치 / 횟수
- 기도확보 여부
- 인공호흡 호흡량 / 횟수
- 자동심장충격기 시행 여부

<관리자 웹 구성도>

ID/PW 로그인
- 별도로 부여된 ID/PW 로그인

대시보드
- 프로젝트 Overview

실시간 교육 현황
- 설치된 키오스크의 상태 실시간 확인

예약 관리

예약 등록 및 수정

- 학습자 예약 관리

데이터 관리

결과 내보내기

- 학습자 데이터 조회 및 확인
- 범위 설정 후 excel export 가능

수료증 관리

e-수료증 발급내역

- 학습자 발급 및 결재 내역 확인

계정 관리
- 학습자 로그인 계정 조회 및 확인

지원 센터

공지사항
- CBS 관련 공지사항 확인

FAQ
- 자주 묻는 질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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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3. 교육 예약 및 데이터 확인 Web Server Management
웹을 통해 CBS 솔루션을 관리합니다.
웹 주소 : http://cbs.tetrasignum.com
A. 대시보드
-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 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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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로그인

- 관리자 로그인 진행
* 별도의 관리자 ID 및 PW 부여 (Tetrasignum에서 지정)

02

대시보드

프로젝트 정보

관리자가 의뢰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표출
(설치 장소, 일정, 설치 제품 정보, 콘텐츠 버전 등)

교육 현황

설치 기간 동안 진행된 콘텐츠 종합 정보 표출
- 총 참여 횟수
– 총 참여 인원
– 평균 소요 시간
– 평균 인증평가 점수
- 가슴압박 평균 깊이 / 속도
– 인공호흡 평균 호흡량

3. 운영하기
3-3. 교육 예약 및 데이터 확인 Web Server Management
웹을 통해 CBS 솔루션을 관리합니다.
웹 주소 : http://cbs.tetrasignum.com
B. 실시간 현황
- 설치된 키오스별로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

03

실시간 현황

- 설치된 제품별 상태 실시간 확인
- 작동 상태 : Active / Inactive
- HMD 연결 상태 : Paired / Not Paired
- 네트워크 연결 상태 : Connected / Not Connected
- 키오스크별 진행 중인 단계 : 모드별 단계 정보 (ex. 표준교육모드 / 4단계 / 가슴압박)
- 학습 중인 사용자 정보
* 키오스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 대응 시간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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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3. 교육 예약 및 데이터 확인 Web Server Management
웹을 통해 CBS 솔루션을 관리합니다.
웹 주소 : http://cbs.tetrasignum.com
C. 예약 관리
- 학습자의 예약 상태 확인 및 관리 가능한 페이지

04

예약 관리

학습자의 예약 상태 확인 및 관리
- 키오스크 / 날짜/ 시간 선택
- 학습자 예약 상태 확인
- 학습자 예약 등록 및 취소
- 날짜 선택 불가 등록
- 학습 중인 사용자 정보
* 학습자 해당 날짜, 해당 키오스크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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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3. 교육 예약 및 데이터 확인 Web Server Management
웹을 통해 CBS 솔루션을 관리합니다.
웹 주소 : http://cbs.tetrasignum.com
D. 데이터 관리
- 데이터 확인 및 내보내기 가능한 페이지

05

데이터 관리

학습자의 퍼포먼스 데이터 확인 및 내보내기
- 교육 현황
- 평가 평균 데이터
- 다섯 주기의 퀄리티 변화 추이
- 학습자별 데이터
- 데이터 내보내기
* 사용자 정보별, 기간별로 상세 구분하여 내보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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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3. 교육 예약 및 데이터 확인 Web Server Management
웹을 통해 CBS 솔루션을 관리합니다.
웹 주소 : http://cbs.tetrasignum.com
E. 계정 관리
- 사용자 계정 관리 페이지

06

사용자 계정 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편집 및 조회
- 프로젝트별 관리자 리스트 확인
- 프로젝트별 참석한 사용자 리스트 및 참여 정보 확인
- 사용자 및 관리자 등록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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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3. 교육 예약 및 데이터 확인 Web Server Management
웹을 통해 CBS 솔루션을 관리합니다.
웹 주소 : http://cbs.tetrasignum.com
F. 수료증 관리
- 수료증 관리 페이지

07

수료증 관리

학습자 수료증 발급 및 결제내역 확인
- 수료증 발급 가능한 학습자 리스트
- 학습자별 수료증 신청 상태 확인
- 학습자별 수료증 결제 내역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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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하기
3-3. 교육 예약 및 데이터 확인 Web Server Management
웹을 통해 CBS 솔루션을 관리합니다.
웹 주소 : http://cbs.tetrasignum.com
G. 지원센터
- 제품 관련 공지사항 페이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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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센터

제품 관련 공지사항 및 FAQ 확인

4. 학습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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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특징

•
•
•

휴대폰번호 인증 방식 :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 간편한 인증 절차 적용
학습 사전 예약 :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
학습 프로그램 선택 :
1) AI 강사, 에이든(Aiden)의 설명과 함께 배우는 일반인 심페소생술 표준 교육
2-1) 각 단계별로 반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일반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2-2) 최근 심폐소생술 연구 결과에 따라 가슴압박만 반복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가슴압박소생술 실습
3) 결과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인증 평가

•
•
•

실시간 피드백 : VR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하고 실습해 볼 수 있는 피드백 제공
단계별 상세 결과 : VR 학습 후 단계별 학습 결과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직관적인 차트 및 그래프 사용으로 추이 확인
인증된 수료증 : 학습 결과에 따라 각국의 공인된 협회에서 인증한 수료증 발급

< 학습자 체험 순서 >

- 휴대폰번호 인증 로그인

학습 예약

- 학습 사전 예약 시스템
- 사전 예약 유무에 따라 현장 학습 가능

- 학습자 기본정보 등록

학습 모드 선택

-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 선택
- 국가별 표준 가이드라인별 학습 영상 감상

VR 학습 및 평가

결과 확인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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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학습 프로그램별 VR 체험
- 실시간 피드백 제공

- 단계별 상세 결과 확인
- 주기별 변화 추이 그래프 및 차트 표현

- 평가 점수에 따라 e-수료증 발급
- 공인된 협회에서 인증

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1. 학습 예약

http://cbs.tetrasignum.com

간편한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한다.

1

2

1) 휴대폰 번호를 기입한다.
2)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누른다.
3)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한다.
4) 인증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한다.

[교육 예약] 메뉴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교육 예약을 진행한다.

2

1

3

1) [교육 예약]을 선택한다.
2) 원하는 프로젝트와 날짜를 선택한다.
3)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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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2. 학습 모드 선택
예약한 시간에 맞춰 CBS에 가서 체험을 시작한다.

매트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Kiosk U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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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언어선택

시작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핸드폰 번호 입력

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2. 학습 모드 선택
예약한 시간에 맞춰 CBS에 가서 체험을 시작한다.

<Kiosk UI 화면>

5.
인증번호 확인

6.
예약 확인

7.
개인정보 입력

8.
모드 선택

* 예약이 없을 시에는
사전예약 유무에 따라 진행

- 성별/연령대/CPR 교육 경험/
이메일 주소

- 일반인 표준 교육
- COVID-19 대응 교육
* 인공호흡 단계 유무에 따른 구분

9.

10.

11.

12.

튜토리얼 시작

마우스쉴드 부착 안내

체험 시작 위치 안내

마네킹 가슴 눌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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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2. 학습 모드 선택
예약한 시간에 맞춰 CBS에 가서 체험을 시작한다.

<Kiosk UI 화면>

( VR 튜토리얼 진행 )

13.

14.

15.

마네킹 이마 눌러보기

HMD 착용 안내

VR 튜토리얼
** HMD 착용 후, VR 튜토리얼 자동 진행

9.
학습모드 선택
* 순서대로 활성화됨.
1) 표준 교육
2) 상황별 실습 1
3) 인증 평가
4) 상황별 실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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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습모드 상세 설명

11.
학습 영상 감상
* 표준 교육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최초 1회 재생

12.
학습 준비

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2. 학습 모드 선택
학습 준비는 아래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1. 마우스 쉴드 부착
- 마네킹 입(마우스피스) 위에 마우스 쉴드를 부착합니다.
- 마네킹 입(마우스피스) 중앙과 마우스 쉴드 중앙을 맞춘 다음,
양 끝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 마우스 쉴드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마우스 쉴드를 잘 부착했는지 확인하세요.
마우스 쉴드는 재사용 불가능한 1회용 소모품입니다.

2. VR 마스크 착용
- VR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가운데 구멍에 두 눈이 잘 위치하게 하고, 양 끝 고리를 귀에 걸어줍니다.

학습자가 VR 마스크를 잘 부착했는지 확인하세요.
VR 마스크는 재사용 불가능한 1회용 소모품입니다.

3. HMD 착용
- 시작 위치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HMD을 착용합니다.
- HMD 착용법
1) HMD의 전면 부분을 잡고, 눈에 가져다 댑니다.
* 이때 화면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2) 스트랩을 머리 뒤로 넘겨 씁니다.
3) HMD 뒷부분의 다이얼을 돌려 고정합니다.
4) 양 옆에 이어폰을 가볍게 눌러 착용합니다.
2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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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3. VR 학습 및 평가
HMD를 쓰고 학습 및 평가를 체험한다.

HMD 선이 걸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VR CPR 학습모드 구분>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모드가 순차적으로 활성화 됨.

표준 교육

01
의식 확인

02
도움 요청

03
호흡 확인

04
가슴압박

05
인공호흡

06
자동심장
충격기

학습모드 선택
페이지로 이동

5 Cycle

상황별 실습 1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01
의식 확인

02
도움 요청

03
호흡 확인

04
가슴압박

05
인공호흡

가슴압박

인공호흡

06
자동심장
충격기

실습 결과 확인

5 Cycle

인증 평가

01
의식 확인

02
도움 요청

03
호흡 확인

04
가슴압박

05
인공호흡

06
자동심장
충격기

평가 결과 확인

5 Cycle

상황별 실습 2
가슴압박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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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식 확인

02
도움 요청

03
호흡 확인

04
가슴압박

가슴압박

실습 결과 확인

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3. VR 학습 및 평가
HMD를 쓰고 학습 및 평가를 체험한다.

학습모드

체험단계

교육시간

상세 설명

01 표준교육
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 교육

01
의식 확인

02
도움 요청

03
호흡 확인

04
가슴압박

05
인공호흡

06
자동심장
충격기

학습모드 선택
페이지로 이동

약 30분 소요
* 남은 학습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진행 불가

- 가장 먼저 해야하는 콘텐츠(나머지 학습모드 비활성화)
- VR CPR 강사 Aiden의 지도에 따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전 단계 상세 학습
- 기본 구조 : 강사가 설명 및 시범을 먼저 보인 다음, 학습자가 따라해보는 방식
- 총 6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3D 그래픽 및 영상 자료와 함께 제공

-

학습자는 각 단계마다 강사를 따라 실습해보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자세 및 방법을 즉각적으로 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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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3. VR 학습 및 평가
HMD를 쓰고 학습 및 평가를 체험한다.

02 상황별 실습
학습모드

01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02 가슴압박소생술
01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01
의식 확인

체험단계

상세 설명

03
호흡 확인

04
가슴압박

02 가슴압박소생술
01
의식 확인

교육시간

02
도움 요청

02
도움 요청

5 Cycle

05
인공호흡

가슴압박

인공호흡

5 Cycle

03
호흡 확인

04
가슴압박

가슴압박

실습 결과 확인

약 10분 소요
* 남은 학습시간이 10분 미만일 경우, 진행 불가

- 표준 교육 학습 후, 실습 1 활성화(인증평가 후 실습2 모드 활성화)
- 표준 교육을 기준으로 전 단계 실습
- 강사 Aiden이 단계별 기본 가이드 및 피드백 제공
- 실제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공공장소(길거리) 또는 집에서의 상황 실습
- 가슴압박+인공호흡 또는 가슴압박만 반복 실습 후 즉각적인 종합점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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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에서 각 단계별 상세 결과 확인

06
자동심장
충격기

실습 결과 확인

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3. VR 학습 및 평가
HMD를 쓰고 학습 및 평가를 체험한다.

학습모드

03 인증 평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과정 술기 평가
5 Cycle

체험단계

교육시간

상세 설명

01
의식 확인

02
도움 요청

03
호흡 확인

04
가슴압박

05
인공호흡

06
자동심장
충격기

평가 결과 확인

약 10분 소요
* 남은 학습시간이 10분 미만일 경우, 진행 불가

- 실습 1 진행한 다음 활성화되는 모드 (실습 2 비활성화)
- 표준 교육을 기준으로 전 단계 술기 평가 진행
- 강사 없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제한시간 동안 각 단계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 각 단계별로 학습자의 상세한 수행내용을 점수로 확인

-

총점이 80점을 넘을 경우, e-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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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4. 결과 확인
VR 단계별 상세 결과를 확인한다.

매트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 Kiosk UI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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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결과 분석

결과 확인 (단계)

결과 확인 (그래프)

결과 이메일 전송

4. 학습자 가이드
4-1. 학습자 체험 플로우 User Experience Flow
5. 결과 확인 및 수료증 발급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웹을 통해 e-수료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http://cbs.tetrasignum.com

1

2
3

1) 메뉴 ‘결과 확인’ 선택
2) 원하는 날짜 선택
3) 결과 확인

1

2

1) 메뉴 ‘수료증 발급’ 선택
2) 이름(한글/영문) 입력
3) 발급 신청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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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해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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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해결 지침
5-1. 연결 문제 Connectivity Troubleshooting
키오스크 모니터 상단에서 네트워크, 마네킹, HMD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중 1가지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사항을 통해 연결을 진행합니다.
< 관리자용 상태 확인창 >

*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정상적으로 연결된 경우
1
4

2
3

번호

아이콘

설명

1

네트워크 연결 상태

-

2

HMD 연결 상태

- HMD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립모션 연결 상태

- 립모션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마네킹 연결 상태

- 마네킹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USB 연결)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상태가 양호한지 상태 바로 확인합니다.

1.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어 있을 경우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A1. Wi-Fi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Wi-Fi 비밀번호 확인 후 재연결합니다.

키보드 Ctrl+Q 를 눌러
프로그램 종료

우측 하단 상태표시창에서
Wi-Fi 선택

네트워크 연결 확인 및 재연결
* 네트워크 명은 현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문제 해결 후, 프로그램 재부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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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해결 지침
5-1. 연결 문제 Connectivity Troubleshooting
2. HMD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1. 연결상태를 확인하세요.
1) HMD에 연결된 케이블이 모두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HMD 좌측에 있는 ‘Status Light’의 색을 구분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Status Light

Status Light

설명

초록색

준비됨

진초록색

절전 모드
* VR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HMD를 움직이면 켜집니다.

빨간색

케이블 혹은 드라이버 오류

없음

전원이 꺼져있음

2. 링크박스를 확인하세요.
1)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세요.
2) 보관함 안쪽 구멍을 통해 링크박스 전원(파란버튼)을 눌러서 끄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켜세요.
* 컴퓨터에 드라이버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 전원을 꺼져 있었을 경우, 전원이 들어오면서 SteamVR에서 HMD가 자동 연결됩니다.
3) ‘CBS 2.0’ 프로그램을 재실행하세요.

전원 버튼

63

5. 문제해결 지침
5-1. 연결 문제 Connectivity Troubleshooting
2. HMD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3. VIVE Pro를 재부팅 하세요.
1) 키보드에서 ctrl + Q를 눌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2) SteamVR 창을 선택합니다.
3) VIVE Pro 아이콘을

우클릭해서 ‘VIVE 헤드셋 재부팅 / Restart headset’ 을 선택하세요.

4) VIVE Pro 아이콘 색이 채워지면서 변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키보드 Ctrl+Q 를 눌러
프로그램 종료

SteamVR 창에서
VIVE 헤드셋 재부팅 선택

4. 베이스스테이션을 확인하세요.
- 베이스 스테이션 정면 상단에 있는 ‘Status Light’의 색을 구분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Status Light
* 초록불 : 정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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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Light

설명

초록색

준비됨

파랑색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상태.
베이스스테이션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킵니다.

빨간색

케이블 혹은 드라이버 오류

없음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
전원 케이블을 확인합니다.

5. 문제해결 지침
5-1. 연결 문제 Connectivity Troubleshooting
3. 립모션이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1. 립모션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1) 립모션에 연결된 케이블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학습자가 손에 과도하게 빛나는 반지, 팔찌, 장갑 등 악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손이나 손목을 가리면 립모션이 손을 인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윈도우 작업표시줄에 립모션 아이콘의 색을 구분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 아래 상태 이외의 색이 나타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Status Light

설명

초록색

정상 작동 중

주황색

센서에 자국이나 얼룩이 있음.
센서를 마른 천으로 닦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검은색

장치 연결 상태 미확인.
USB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설치가 필요한 상태.
상태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4. 마네킹이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1.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A1.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즉시 케이블을 교체합니다.
A2. 장치관리자에서 포트 상태를 확인합니다.

키보드에서 window 키 누르기

검색 창에서 ‘장치 관리자’ 입력
및 어플리케이션 선택

‘포트(COM & LPT)’ 항목 내
’Silicon Labs…’ 연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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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해결 지침
5-2. 문제 해결 Q&A
터치 디스플레이 관련

“ 키오스크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A1. 전원 확인하기
1) 전원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PC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시, PC를 재부팅합니다.

“ 키오스크 터치가 안돼요.”
A1. 케이블 연결 확인하기
1) PC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케이블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 즉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키오스크 화면 방향이 이상해요.”
A1. 디스플레이 설정 확인하기
1) 작업표시줄에서 Window 설정에 들어갑니다.
2)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4) 방향 설정을 확인한 뒤, 세로로 설정합니다.
5) 변경한 설정 유지를 선택합니다.

Window 설정 > 시스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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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 방향 ‘세로’ 선택

변경한 설정 유지 선택

5. 문제해결 지침
5-2. 문제 해결 Q&A
사운드 관련

“ HMD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A1. VIVE Pro 사운드 확인하기
1 ) 볼륨 조절 버튼을 눌러 사운드를 키워보세요.
2)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눌러 사운드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볼륨 조절
Volume control

마이크 음소거 버튼
Mic mute button

- 볼륨 조절 버튼 ( + - )

“ 디스플레이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A1. 케이블 상태 확인하기
1)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케이블이 모두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A2. 소리 설정 확인하기
2) 소리 설정이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키보드 Ctrl+Q 를 눌러
프로그램 종료

작업표시창 우측에서
사운드 음소거 여부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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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해결 지침
5-2. 문제 해결 Q&A
VR 콘텐츠 관련

“ 마네킹 또는 환자의 위치가 안맞아요.”
A1. 프로그램 재부팅 하기
1 ) 프로그램을 껐다가 재실행합니다.
2) PC를 재시동한 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A2. 컨트롤러를 사용해 세팅하기
1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제 마네킹과 VR 마네킹의 위치를 맞춥니다.

버튼

No.
1

Menu button

2

Trackpad

3

System button

4

Status Light

5

Trigger

6

Micro-USB port

1

2

5

3
4

6

Step

Description

을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전원을 켭니다.
* 4번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3

1

2

1

2

Status Light

설명

초록색

준비됨

빨간색

배터리 부족

주황색

충전 중

없음

VIVE 헤드셋에 연결 중

을 눌러 세팅 환경에 진입합니다. (하얀 방에 마네킹만 놓여져 있음)
5

을 사용해 실제 마네킹과 VR 마네킹의 위치를 맞춥니다.

버튼 번호

3

2

설명
오른쪽 - 시계방향으로 회전
왼쪽 -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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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른채로 움직이면 XYZ 축으로 이동

을 눌러 세팅 환경을 나갑니다. (자동저장)

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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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6-1. 서비스 안내 Service Guide
CBS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제 해결 순서 >

문제 발생

01

사용 설명서 참고

- ‘4. 문제해결 지침’ 항목을 참고합니다.
- 구성품별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을 방문합니다.

02

온라인 상담 해결

- 이메일 주소 : cbs@tetrasignum.com
- Business Hour : 10AM ~ 7PM (UTC/GMT+9)

03

방문 수리

- 필요에 따라, 기술지원팀의 현장 방문 및 수리를 진행합니다.

구분

문제 해결 방법
A. 사용 설명서 ‘4. 문제해결 지침’을 살펴봅니다.
B. 구성품별 홈페이지 고객지원 및 Q&A를 살펴봅니다.

1

사용 설명서 참고

VIVE Pro

https://www.vive.com/eu/support/vive/category_howto/troubleshooting-headset-display.html

립모션

https://support.leapmotion.com/hc/en-us/articles/360004321178-Troubleshooting-Guide

A. 발생한 장애와 문의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낸 메일은 2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2

온라인 상담 해결

B.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팀의 원격 지원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합니다.

메일 주소 : cbs@tetrasignum.co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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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수리

A. 상담 및 원격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술지원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를 진행합니다.

6. 부록
6-2. 원격 지원 Remote Assistance
원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에 맞춰 원격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주세요.

< 팀뷰어 TeamViewer 설치하기>

1

2

3

순서

설치 방법

1

아래 URL에 접속합니다.
https://www.teamviewer.com/en/download/windows/

2

OS 환경이 “Windows” 인지 확인합니다.
* 아닐 시 “Windows”를 선택합니다.

3

“Download TeamViewer”를 선택해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 15.5.3 이상 버전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TeamViewer_Setup.exe”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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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6-2. 원격 지원 Remote Assistance
원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에 맞춰 원격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주세요.

< 팀뷰어 TeamViewer 설치하기>

5

7

6

순서

설치 방법

5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 설치 Basic installation
- 개인용 / 비상업용 Personal / Non-commercial use

6

“동의 - 다음 Accept - finish”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TeamViewer 맨 처음에 표출되는 “Your ID”와 “Password”를 기술지원팀에게 전달합니다.

7

*
*

72

ID와 Password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바뀌므로,
프로그램 재실행 시, ID와 Password 정보를 다시 전달해야 합니다.
생성된 ID와 Password를 cbs@tetrasignum.com으로 보내주세요. 원격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테트라시그넘
www.tetrasignum.com
info@tetrasignum.com
CBS 2.0

(주)테트라시그넘
www.tetrasignum.com
info@tetrasignum.com
HQ: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3층 W4-16호
R&D Center: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2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