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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r EVO 사용 설명서

Saver EVO®에서는 HeartSine® samaritan® PAD, PDU Memory Card에서 제세동 이벤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Saver 또는 Saver EVO 사용자를 상대로 한 이벤트 데이터의 인쇄, 가져오기, 내보내기와 관련하여 PC에 저장된 이벤트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Saver EVO에는 Microsoft Windows(가급적 Windows 10)으로 구동하는 PC 한 대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기
Saver EVO를 설치할 때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시 시스템 관리자/IT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HeartSine.com으로 가서 해당 지역의 Saver EVO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가 끝나면 “  SaverEVO_setup.exe”를 실행해 Server EVO를 설치합니다. (화면의 설명을 따르면 됩니다.)

3.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을 읽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의 조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Next" 버튼을 눌러 
조건을 수락합니다.

4. Saver EVO는 표준 구성으로 기본 위치에 설치됩니다. "I agree" 버튼을 눌러 수락합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기본 설정은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장치 드라이버 확인 요청을 받으면 "Continue anyway" 버튼을 누릅니다.

간편한 이용 방법
HeartSine samaritan PAD 또는 PDU Memory Card에서 저장된 제세동 이벤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1. 해당 장치를 PC에 연결합니다.

2. Saver EVO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3.  버튼 또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된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5. 목록에서 필요한 이벤트를 강조 표시합니다.

6.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버튼을 누르고 이벤트를 PC에 저장할 때 필요한 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필요 시 를 클릭해 이벤트 기록을 출력합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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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r EVO 사용법 
Saver EVO 시작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Saver EVO 시작 화면시작 화면

 samaritan PAD – HeartSine samaritan PAD 관련 기능이 모여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5쪽을 참조하십시오.

 samaritan PDU – PDD 관련 기능이 모여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12쪽을 참조하십시오.

 Manage Saved Events – PC에 저장된 이벤트와 관련된 기능이 모여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16쪽을 참조하십시오.

 Exit Saver EVO – Saver EVO 소프트웨어를 끝냅니다.

 Change Saver EVO password – Saver EVO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언어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Saver EVO 버전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위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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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Sine samaritan PAD와 함께 Saver EVO 사용하기

Saver EVO를 HeartSine samaritan PAD와 함께 이용하려면 USB 데이터 케이블(HeartSine samaritan PAD과 함께 
제공되었을 것임)이 필요합니다. 케이블이 없다면 Stryker 영업 대표 또는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eartSine 

Gateway가 AED에 연결돼 있다면 micro USB 케이블을 써도 됩니다.

1. USB 데이터 케이블을 HeartSine samaritan PAD와 PC의 USB 포트에 각각 연결합니다. Saver EVO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2. samaritan PAD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창이 열립니다.

Saver EVO PAD 접속 화면접속 화면

 PAD Data – 이 버튼을 누르면 HeartSine samaritan PAD에서 이벤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6쪽을 
참조하십시오.

 Change PAD Settings – 이 버튼을 누르면 HeartSine samaritan PAD에서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거나 구성 

(부피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8쪽을 참조하십시오.

 Back – 이 버튼을 누르면 Saver EVO 시작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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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Sine samaritan PAD에서 이벤트 데이터 정보 불러오기

HeartSine samaritan PAD에서 제세동 이벤트 데이터를 불러올 때에는 HeartSine samaritan PAD가 PC에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PAD Data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HeartSine samaritan PAD의 메모리가 검색되며 저장된 이벤트가 모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Saver EVO PAD 이벤트 로그 목록 화면

 기호와 함께 녹색 글씨로 표시된 이벤트는 PC에 이미 저장돼 있는 이벤트입니다.

 Save All – Save All 버튼을 누르면 PAD 이벤트 로그에 속한 이벤트가 모두 한 파일로 PC에 저장됩니다.

참고: 이 방법으로 저장된 이벤트는 Saver EVO 이 버전에서는 불러와서 볼 수 없습니다. 이 파일에서 이벤트를 불러와야 한다면 
HeartSine Technologies 고객 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불러올 목적으로 이벤트를 각각 저장하는 방법은 7쪽 
'HeartSine samaritan PAD에서 이벤트 보기' 편의 "Save" 기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ew – 이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Erase – 이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가 모두 HeartSine samaritan PAD 이벤트 로그에서 사라집니다. 
 데이터 삭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8쪽을 참조하십시오.

 Back – 이 버튼을 누르면 Saver EVO PAD 접속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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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Sine samaritan PAD에서 이벤트 보기

1. 이벤트를 볼 때에는 목록에서 해당 이벤트를 강조 표시한 후 View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ECG 추적이 포함된 제세동 이벤트와 이벤트 로그가 창 하나에 표시됩니다.

Saver EVO PAD 이벤트 보기 창

2. 여기서 Save 버튼을 누르면 표시된 이벤트를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벤트는 Saver EVO에서 불러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보를 입력해 PC의 저장된 이벤트 목록에서 환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관한 상세 정보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 표시할 수 있으며 각 필드는 채워도 되고 원하면 빈 칸으로 둬도 됩니다.

Saver EVO PAD 환자 정보 창

참고: 제세동 이벤트 데이터가 PC에 저장되고 나면 해당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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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r EVO 이벤트 보기 창에도 다음과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Print –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보기 창에 표시돼 있는 이벤트가 인쇄됩니다.

  Print Preview – 이 버튼을 누르면 인쇄될 데이터를 화면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Back – 이 버튼을 누르면 Saver EVO 이벤트 로그 목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HeartSine samaritan PAD에서 메모리 삭제하기

1. HeartSine samaritan PAD의 메모리를 삭제할 때에는 Erase 버튼을 누릅니다. 

2. 안전 장치로 Saver EVO에서는 메모리 삭제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된 비밀번호가 맞으면 HeartSine 
samaritan PAD의 메모리는 삭제됩니다. 기본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17쪽 Saver EVO 비밀번호 변경하기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데이터를 HeartSine samaritan PAD에서 불러와 PC에 저장할 때에는 해당 이벤트를 HeartSine samaritan 
PAD 메모리에서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제세동 이벤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메모리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HeartSine에서는 HeartSine samaritan PAD 메모리를 삭제하기 전에 모두 다운로드해 두기를 권장합니다. 
다운로드한 정보는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잘 저장해 둬야 합니다. 

HeartSine samaritan PAD 설정 변경하기

Change PAD Settings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HeartSine samaritan PAD의 일부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Check/Set time

• Run diagnostic tests

또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면 다음 기능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Volume

• Metronome sound enable/disable

1. Change PAD Settings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다음 쪽 참조)이 나타납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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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r EVO PAD 설정 변경 창

2.   Check/Set PAD time – 이 버튼으로는 HeartSine samaritan PAD의 시각을 PC의 시각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Saver EVO PAD 시각 확인/설정 창

3. Synchronize 버튼을 누르면 HeartSine samaritan PAD의 시각이 연결된 PC의 시각과 같아집니다.

4. Close 버튼을 누르면 Saver EVO Change PAD Settings 창으로 돌아갑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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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Diagnostic Tests – 이 버튼으로는 몇 가지 기본적인 테스트를 실시해 HeartSine samaritan PAD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진단 테스트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 드롭다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ver EVO PAD 진단 테스트 창

Saver EVO는 연결된 PAD 장치의 유형을 확인한 후 테스트 중에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라벨 도해를 표시합니다. 

  Edit PAD Configuration – 이 버튼을 누르면 Edit PAD 구성 창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여기서 부피와 메트로놈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연결된 HeartSine samaritan PAD 장치의 소프트웨어 버전도 볼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Saver EVO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17쪽 Saver EVO 비밀번호 변경하기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ver EVO PAD 구성 수정 창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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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U*와 함께 Saver EVO 사용하기

1. samaritan PDU 메모리 카드와 함께 Saver EVO를 이용할 때에는 Saver EVO가 실행 중인 PC에 연결돼 있거나 내장된 
MMC/SD 카드 리더에 카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카드 리더 속 카드를 인식할 때까지는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까지도 걸립니다. 

2.  시작 화면에서 samaritan PDU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Saver EVO PDU 접속 화면 

  PDU Data – 이 버튼을 누르면 PAD 메모리 카드에서 이벤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13쪽을 

 참조하십시오.

  PDU Settings – 이 버튼을 누르면 구성 설정 이 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15쪽을 참조하십시오.

  Back – 이 버튼을 누르면 Saver EVO 시작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samaritan PDU는 미국에서 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HeartSine이 공급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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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U 메모리 카드에서 이벤트 데이터 불러오기

samaritan PDU 카드가 SD/MMC 카드 리더에 삽입돼 있는지 확인한 후 PDU Data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Memory Card에 
기록된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Saver EVO PDU 이벤트 로그 목록 화면

 

시계 기호 가 있는 이벤트는 합격한 PDU 자체 테스트입니다.

 기호와 함께 녹색 글씨로 표시된 이벤트는 PC에 이미 저장돼 있는 이벤트입니다.

 Save All – 이 버튼은 PDU 모드에서는 꺼져 있습니다. 

 View – 이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13쪽을 참조하십시오.

 Erase – 이 버튼은 PDU 모드에서는 꺼져 있습니다.

 Back – 이 버튼을 누르면 Saver EVO PDU 접속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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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U에 저장돼 있는 이벤트 보기 

1. 이벤트를 볼 때에는 목록에서 해당 이벤트를 강조 표시한 후 View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ECG 추적이 포함된 제세동 
이벤트와 이벤트 로그가 창 하나에 표시됩니다.

 
Saver EVO PDU 이벤트 보기 창

2. 여기서 Save 버튼을 누르면 표시된 이벤트를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관한 상세 정보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 표시할 수 있으며 각 필드는 채워도 되고 원하면 빈 칸으로 둬도 
됩니다.

 
Saver EVO PDU 환자 정보 창

참고: 제세동 이벤트 데이터가 PC에 저장되고 나면 해당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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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r EVO 이벤트 보기 창에도 다음과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Print –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보기 창에 표시돼 있는 이벤트가 인쇄됩니다.

 Print Preview –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된 데이터를 화면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Back – 이 버튼을 누르면 Saver EVO PDU 이벤트 로그 목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PDU 설정 보기

View Settings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PDU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는 PDU 장치의 배터리 출력, 
스피커 음량, 언어, 메트로놈 설정, CPR 속도와 지속시간, 만료일, 소프트웨어 버전,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설정을 보기만 할 수 있고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Saver EVO PDU 설정 창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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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이벤트와 함께 Saver EVO 사용하기

Saver EVO 주화면의 Manage Saved Events 버튼을 누르면 HeartSine samaritan PAD나 samaritan Data-Pak battery, PDU 
Memory Card에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이벤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1.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창이 열립니다.

2. 목록에 있는 이벤트를 강조 표시한 후 View를 클릭하면 저장된 이벤트가 열리며 ECG 데이터와 이벤트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와 가져오기
Saver EVO에는 제세동 이벤트 데이터를 Saver EVO 소프트웨어가 있는 다른 사용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된 이벤트의 사본을 보내거나 받을 때에는 Saver EVO의 Export와 Import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벤트 내보내기

1. Manage Saved events 화면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이벤트를 원하는 만큼 선택한 후 Export 버튼을 누릅니다.

2. PC의 지시에 따라 내보내기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낵하고 내보낸 파일에 이름을 붙입니다.

3. Save 버튼을 눌러 원하는 위치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사용자의 일반 이메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메일에 첨부하여 Saver EVO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다른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Saver EVO의 이벤트 데이터는 다른 Saver EVO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전 Saver 소프트웨어에서는 Saver EVO의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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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져오기

PC에서 이벤트 데이터를 가져와 확인할 때에는 다른 Saver/Saver EVO 사용자에게 받은 파일을 PC에 먼저 저장해야 합니다. 

1. Saver EVO Manage Saved Events 화면에서 Import 버튼을 누릅니다.

2. 파일이 저장된 곳을 찾아 클릭해 엽니다.

3. 해당 기록이 컴퓨터에 있는 Saver EVO 파일 목록에 추가됩니다.

목록에서 해당 이벤트를 강조 표시한 후 View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Saver EVO는 Saver라고 하는 이전 버전에서 내보낸 이벤트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와 표시합니다.

저장된 이벤트 삭제하기

저장된 이벤트는 Saver EVO로 컴퓨터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를 각각 (또는 한꺼번에) 강조 표시하여 삭제할 
이벤트를 선택한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할 이벤트만 선택했는지 확인한 후 Erase 버튼을 누릅니다.  
안전 장치로 Saver EVO에서는 메모리 삭제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된 비밀번호가 맞으면 선택한 이벤트가 컴퓨터 
메모리에서 삭제됩니다.

주의: 삭제하기 전에 삭제하고자 하는 이벤트만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컴퓨터 메모리에서 삭제되고 나면 이벤트는 다시 
만들 수 없고 정보는 사라집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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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EVO 설정 변경

Saver EVO의 기능 중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변경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로써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특정 기능에 대한 무단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Server EVO 설치 시 기본 비밀번호는 "password"입니다.

비밀번호 변경 방법

1. Saver EVO 주화면에서 작은 Settings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설정 변경 화면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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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onfirm을 누릅니다.

3.  새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한 후 Apply를 눌러 변경합니다.

4.  OK를 클릭하면 Change Password 창이 닫힙니다.

 참고: Saver EVO를 재설치하면 비밀번호가 소프트웨어에서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저장한 
이벤트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Saver EVO 언어 변경

1. Saver EVO의 언어를 변경할 때에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Apply를 클릭합니다.

2.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언어 변경을 적용하려면 Saver EVO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상황에 따라 Yes 또는 No를 눌러 Saver EVO를 닫습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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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업데이트 확인 방법
1. Enable 상자를 선택하면 Saver EVO가 시작할 때마다 HeartSine 홈페이지에 접속해 Saver EVO의 최신 버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다면 Saver EVO 시작 시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2. Saver EVO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 Yes 또는 No를 선택합니다.

사이버 보안

• 컴퓨터에 Microsoft 보안패치를 빠짐 없이 적용합니다. 

• 컴퓨터(Saver EVO 파일 포함)를 수시로 백업합니다.

• 바이러스/맬웨어 차단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후 항상 켜 두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기호를 혼합해 만들어야 합니다.

Saver EVO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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