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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사양 구분

 OS

 CPU

 RAM

 하드용량

 Windows 10

 Intel(R) 듀얼코어 3GHz급 이상/ AMD Phenom X4 이상

 8GB 이상

 DataBase 용량 확보를 위해 1GB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해상도  1920 X 1080

1. 소프트웨어 개요

1-1. 서문
    (주)비티 Sherpa-XM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Sherpa-XM이 원활하게 동작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의 설치 안내 및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1-2. 주의사항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이므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당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고지없이 당사에서 제품 사양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인터페이스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Sherpa X 제품을 최대 30대까지 연결이 가능하여 

 대규모 그룹 실습에 용이합니다.

 다양한 실습결과 제공  개인 및 그룹별 평가 항목에 대한 상세한 실습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Excel 파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합니다.

 결과 분석 기능  그룹별 통계, 비교 기능을 통해 실습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 분석이 제공됩니다.

1-4. 주요기능

1-3. 시스템 권장 사양

 소프트웨어 명  Sherpa-XM

소프트웨어 적용제품(모델명)  Sherpa X (BT-SEEM2)



2. 소프트웨어 설치

2-2-1.Office 소프트웨어 설치

예시)Office 소프트웨어 설치

2-2. PC 소프트웨어 설치

 - Sherpa-XM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 PC에 반드시 Excel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 PC에 Microsoft 사의 Excel이 설치 된 경우 Office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 Microsoft 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Microsoft Office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 무료 Office 제품인 LibreOffice도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cel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Sherpa-XM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herpa-XM 소프트웨어는 Sherpa X 소프트웨어와의 연동 소프트웨어 기반이므로 태블릿에 Sherpa X 소프트웨

    어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태블릿에 Sherpa X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하여 주십시오.

 - Sherpa X 소프트웨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btinc.co.kr/ko/download-seem2/) 또는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정책에 따라 License 정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C 사양에 맞추어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ibreOffice 홈페이지(http://www.libreoffice.org/)에서 PC 사양에 맞추어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Sherpa X(태블릿 소프트웨어) 설치 



 제공된 “SherpaX_Setup.msi”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실행 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

2

 기본 설정값을 그대로 두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3

2-2-2. Sherpa-XM 소프트웨어 설치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4

 설치 도중 앱 디바이스 허용 문구가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닫기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바탕화면에 Sherpa-XM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5

6

7



2-3. 네트워크 설정

 2-3-1. 공유기 설정 방법

 무선 공유기의 전원을 켭니다.

 PC(셋톱 or 노트북)의 네트워크를 무선 공유기와 연결합니다.

 무선 공유기는 Sherpa-XM 전용 사용을 권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유기의 설치 가이드에 따라 네트워크 설정을 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SSID는  SherpaXM로 설정을 권장합니다.)

1

2

3

＊

 예시)ipTIME 공유기 설정 방법

1  로그인 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이름 / 로그인 암호에 각각 “admin”을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설정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표준 시간대 설정 탭에서 표준 시간대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터넷 연결 방식 선택 탭에서 동적 IP 방식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4



 동적 IP 방식 설정 탭에서 MAC 주소 변경하지 않음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5

 무선 설정 탭에서 그림과 같이 2.4GHz 무선과 5GHz 무선에 네트워크 이름(SSID)을 각각 다르게 입력한
 뒤 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SherpaXM

SherpaXM_5G



 관리자 설정 탭에서 차후 공유기에 로그인 시 필요한 관리자 계정과 암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7

 설정 확인 탭에서 설정한 모든 내용이 각 항목에 정확히 입력된 것을 확인하고 보안문자를 입력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8

SherpaXM

SherpaXM

SherpaXM

SherpaXM_5G



 인터넷 연결확인 :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설정은 

 완료된 것이므로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9



2-3-2. PC 네트워크 설정 확인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Wi-Fi 항목을 클릭합니다.2

설정한 무선공유기 네트워크와 PC를 연결 합니다. PC의 제어판을 활성화 시킨 후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클릭합니다.1

SherpaXM

SherpaXM



 다음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면 설정된 IPv4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면 네트워크 이름(SSID) 클릭합니다.3

SherpaXM

SherpaXM

SherpaXM



2-3-3. 태블릿 네트워크 설정

 Sherpa X 소프트웨어        를 실행 후 Version Text를 5회 이상 터치하여 태블릿 PC의 메인 화면에서
 “누르세요”라는 글자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2

 태블릿 PC의 Wi-Fi 네트워크 연결 시 PC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1

SherpaXM

SherpaXM



 다음 화면에서 PC 네트워크 설정에서 확인한 IPv4 주소를 입력 후 OK 버튼을 터치합니다.

 ※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누르세요’를 터치합니다. 3



 다음 화면에서 나가기 버튼을 터치하여 Sherpa X 소프트웨어       를 재실행합니다. 

 (Sherpa X 소프트웨어       재실행 시 IP Address는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5



2-4. 설치 확인

 IP 공유기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PC에서 Sherpa-XM       앱을 실행합니다.

1

2

 태블릿 PC의 Wi-Fi 활성화를 확인합니다.

 태블릿에서 Sherpa-XM        앱을 실행하고 설정 버튼을 터치합니다.

3

4



 사용자가 원하는 태블릿 ID의 번호를 터치 후 저장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ID1 : 로그인 번호 1~6, ID2 : 로그인 번호 7~12, ID3 : 로그인 번호 13~18

 ID4 : 로그인 번호 19~24, ID5 : 로그인 번호 25~30

 ※ 태블릿 PC는 최대 5대까지 PC와 통신 연결이 가능하며, 태블릿 ID는 반드시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태블릿 ID로 통신 연결 시에는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5

 “OK”버튼을 터치합니다.6



 평가 모드 아래에 “1:30” 버튼을 체크 상태로 만든 후 평가 모드 버튼을 터치합니다.7

 연결을 원하는 SherpaX 본체의 전원을 켠 후, 본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붙여진 스티커에서 블루투스 기기명을
 확인합니다.
8

Sherpa X_0001



8

 다음 화면에서 연결을 원하는 태블릿 ID와 슬롯별 사용자 번호를 확인 후, 블루투스 버튼을 터치합니다.9

      에서 확인한 블루투스 기기명을 검색 후 터치합니다. 

      페어링 된 기기 목록에 원하는 기기명이 없으면 기기검색을 터치하시면 블루투스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

※

 블루투스 : “56789”※



 블루투스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Sherpa X 소프트웨어에서는 다음 화면과 같이 해당 슬롯에 연결한 

 블루투스 기기명과 함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11

 Sherpa X 소프트웨어와 모듈에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되면, Sherpa-XM 소프트웨어에서도 해당 ID에 로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는 만큼의 Sherpa X 본체가 블루투스 연결이 되면, Sherpa-XM 소프트웨어 사용

 준비는 완료됩니다.

 

12



3.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프로그램 설치 및 네트워크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Sherpa-XM         아이콘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그림과 같은 알림이 뜹니다. 사용자정보(그룹명, 사용자명) 입력 기능으로 입력을 

 원하시면 YES, 원치 않으시면 NO를 누릅니다.

1

 화면에서 각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3



 레이아웃 선택, 가이드라인,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유무 선택, 평가방법 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4

 모든 설정이 끝나고 Save 버튼을 누른 뒤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레이아웃 선택: 사용자 수에 따라 최적화된 메인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가이드라인 :  압박깊이, 압박속도, 압박횟수, 호기량, 호기시간, 호기횟수, 평가 시간, 랭킹 제한 점수
(1-3위에 해당하는 순위에 해당시에 메달이미지가 표시되기 위한 최저 점수 설정) 등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압박 평가 항목 : 압박 깊이, 압박 위치, 압박 이완, 압박 속도 4가지 항목 중 체크 
 박스를 통해 평가 유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 평가 항목 : 호기량, 호기 시간 2가지 항목 중 체크 박스를 통해 평가 유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 : 가슴 압박, 인공 호흡, 가슴압박 + 인공호흡 중 체크 박스를 통해 평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

＊

＊

＊



 4X3 레이아웃

 6X3 레이아웃8



 6X4 레이아웃

 6X5 레이아웃8



 아이콘 설명
 -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를 클릭하면 아이콘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

OFF

 실습을 시작합니다.

 실습을 일시정지합니다.

 실습을 종료합니다.

 실습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herpa X 본체 디스플레이를 ON합니다.

 Sherpa X 본체 디스플레이를 OFF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습 결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사용자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 및 평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및 버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실습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실습 결과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초기화합니다.

 Sherpa X 본체 로그인 시 표시됩니다.

 Sherpa X 본체 로그아웃 시 표시됩니다.

 정확한 압박일 때 표시됩니다.

 부정확한 압박일 때 표시됩니다.

 정확한 호흡일 때 표시됩니다.

 부정확한 호흡일 때 표시됩니다.

?

 설           명 아이콘



 Sherpa X 모듈의 전원을 켠 후 Sherpa X 소프트웨어       를 실행합니다. 1:30에 체크 확인 후 평가 모드 버튼을

 클릭 합니다. Sherpa X 모듈과 Sherpa X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되면, 그림과 같이 PC에 이전에 설정 되었던 사

 용자 이름과 함께 사용자별 이미지가 활성화 됩니다. 

6

 시작 버튼       을 누르면 평가가 진행 됩니다. 1-3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순위별 이미지가 표시되며, 4위 

 이후의 사용자는 압박 정확&부정확, 호흡 정확&부정확에 대한 피드백 이미지가 표시 됩니다.  

랭킹 제한 점수 이상 획득 시 순위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점수, 가이드라인 대비 압박 횟수와 호흡 횟수가 표시됩니다.

평가 진행 시 일시 정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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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가 완료 되면 종료 버튼       을 누릅니다. 8

＊
＊

＊



 결과 버튼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출 됩니다.

 개인 결과 : 사용자 별 평가항목에 대한 총점, 평균 수치 및 횟수 정보, 정확도 등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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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결과 : 사용자 별 평가항목에 대한 총점, 평균 수치 및 횟수 정보, 정확도 등의 평균치를 표시합니다. ＊



    엑셀 저장 기능 : 개인 결과 및 그룹 결과 Excel 파일로 자동 저장

 - 개인 결과 엑셀 파일은 C:\SherpaX_Result\UserResult\에 평가 날짜별로 저장됩니다.  
＊

 - 그룹 결과 엑셀 파일은 C:\SherpaX_Result\GroupResult\에 평가 날짜별로 저장됩니다.  



   이미지 저장 기능 : 개인 결과 및 그룹 결과 캡처 이미지 파일로 자동 저장

  (출력시 편의를 위해 White 색상 배경으로 변경 저장 됩니다.)

- 개인 결과 이미지 파일은 C:\SherpaX_Result\CaptureImage\UserResult\에 평가 날짜별로 저장됩니다.   

＊

 - 개인 결과 이미지 파일은 C:\SherpaX_Result\CaptureImage\GroupResult\에 평가 날짜별로 저장됩니다.  



 통계 기능 : 결과에서 저장된 그룹명, 평가날짜 별로 저장된 각 사용자 별 평가 데이터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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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항목을 클릭 하시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수치 그래프가 표시 됩니다.

 비교 기능 : 결과에서 저장된 그룹명, 평가날짜 별로 저장된 각 사용자 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대상1 

                     그룹명, 평가 날짜와 비교대상2 그룹명 평가 날짜를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 항목별 비교 그래프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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