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로그 연동가이드 Summary

체외진단의료기기

1. 혈당측정기와 스마트로그앱 연동하기

1. 스마트폰에 스마트로그(SmartLog) 앱을 설치해 주세요.
Google Play 또는 App Store 에서 ‘스마트로그’ 검색 또는 아래
QR코드로 다운로드

가이드② 스마트로그 연동
Blood Glucose Monitoring System

2. 스마트로그 앱에서 SKT 통신망 연동을 위한 개통을 진행해 주세요.
* 별도로 동봉된 SKT 개통가이드 참조

3. 개통 완료 후, 스마트로그 앱으로 돌아와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4. 등록을 위해 스마트로그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5. 혈당측정기의 인증번호를 앱 화면에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6. 등록 이후, 혈당측정 시 혈당측정값이 앱으로 자동전송 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이미지와 그 아래 설명을 참조해 주세요.

① [스마트로그] 앱에서 더보기 → 액세서리 → 혈당측정기의
CareSens N IoT기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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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로그] 개통 완료 후, 스마트로그 앱으로 돌아오면 개통 완료
페이지가 나타나며, 아래 등록하기를 눌러 연동을 진행합니다.
개통 방법은 별도로 동봉된 SKT 개통가이드 참조해 주세요.
* 상세한


③ [스마트로그] 등록을 위해 스마트로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 계정이

기존에
로그인 되어있는 경우, 위 화면이 보이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
넘어갑니다.

④ [혈당측정기] 전원을 켠 후, 메뉴의 미터 설정 → 인증번호 요청을
차례로 누르면 혈당측정기의 화면에 6자리 숫자가 나타납니다.

2. 혈당측정값 데이터 전송하기

⑤ [스마트로그] 인증번호 6자리를 앱 화면에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① [혈당측정기] 혈당측정 후, 검사지를 제거하면 혈당측정값 자동전송이
시작됩니다.

② [혈당측정기] 혈당측정값은 스마트로그 앱에 자동전송되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혈
 당측정 전, 식사상태(공복/식전/식후/취침 전/선택 안 함)를 선택하면 체계적인
혈당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3. 혈당측정기와 스마트로그앱 연동 해제하기

① [스마트로그] 더보기 → 액세서리 → 등록된 기기 중 CareSens N
IoT를 차례로 선택하면, 3가지 연결 해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해제가 완료되면 액세서리의 등록된 기기 란에 CareSens N IoT
혈당측정기가 삭제됩니다.

② [스마트로그] 지금 사용자만 해제: 혈당측정기와 스마트로그앱의
연동을 해제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③ [스마트로그] 타서비스 연결 해제: 스마트로그 앱 외에 연결된
타서비스와의 연동을 해제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④ [스마트로그] 전체 연결 일괄 해제
* 타서비스와 전체 연결 해제 시에는 혈당측정기의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야 해제가 완료됩니다. 혈당측정기 메뉴의 미터설정 → 인증번호
요청을 차례로 눌러 6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