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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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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시스템 요구사항

1. 설치시작

2. 프로그램 설치

3. SmartLog 시작 4. 사용자목차 5. 데이터 받기

사용자의 PC의 CD-ROM 드라이브에 설치 CD를 삽입하거나 케어센스 제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케어센스 제품 홈페이지: www.caresens.co.kr

3.1  SmartLog 실행

3.3  측정기와 PC 연결

문제해결

측정기와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PC(Windows) 버전에서는 바탕화면의 SmartLog 아이콘            을 

더블클릭하고, MAC 버전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SmartLog 아이콘            을 

더블클릭하여 SmartLog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측정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측정기 

화면에 Pc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C에 측정기를 처음 연결하여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사용자를 추가한 경우, 또한 

프로그램 메뉴의 사용자 버튼을 클릭하 

면 사용자 정보 화면이 실행됩니다.

측정기를 처음 연결했다면, 반드시 사용 

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SmartLog 전용 케이 
블을 사용자 PC의 USB 포트에 처음 
삽입하면 바탕화면 오른쪽 하단에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장치를 등록하는 과정이 시작 

됩니다.

장치 등록이 완료되면,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

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INSTALL_SMARTLOG_2.X.X.PKG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설치 

화면이 실행됩니다. 화면에서 CONTINUE
를 누릅니다.

[참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은 필수 입력 
정보이므로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미터에 따라서 이 단계에서 화면 
에 Pc 메시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입력합니다.

혈당 목표는 최초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리포트 보기에 혈당범위로 적용됩니다.

SmartLog 전용 케이블로 측정기와 PC
를 연결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메뉴의 

데이터 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다운 받습니다.

데이터 받기가 완료되면, 수신 내역에 
대한 팝업 창이 실행됩니다. 시간 동기 
화 버튼을 클릭하면 혈당 측정기의 시 

간이 PC에 설정된 시간으로 변경됩니 
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사용자의 식사 및 취침 시간을 평일/휴일 

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하루를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조식 전/후, 중식 전/후, 

석식 전/후, 취침 전/새벽)

[주의] 입력한 구간과 실제생활이 일치하지 않으면 SmartLog로 전송된 혈당 
기록이 부적절한 식사 시간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사 시간대에 

목표혈당범위를 벗어난 기록이 표시되면, 데이터를 추적 및 정리할 때 정보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부터 새벽 시간대까지의 모든 기록은 아침 식사 전 시작시간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새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PC의 USB 포트에 SmartLog 전용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한글 프로그램 간단한 사용방법 편리한 USB 포트 사용 다양한 분석리포트식사 시간 및 혈당 목표
 사용자 지정

이메일 전송리포트 출력

스마트로그 혈당관리 프로그램

3.2  프로그램 화면

2.1 윈도우에 설치하기

2.2 맥킨토시에 설치하기

SmartLog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     
입니다.

사용자의 요약화면을 볼 수 있고  스마트 

로그의 버전 정보,  사용자 설명서, 웹사 

이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탭 메뉴를 클릭하여 SMARTLOG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 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폴더를 선택한 후에 INSTALL을 
눌러 진행합니다.

[참고] WindowsⓇXP에 SmartLog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실행됩니다. 실행된 팝업창에서 현재 

사용자의 “권한 없는 프로그램 동작으로 

부터 내 컴퓨터 및 데이터 보호”의 체크를 

해제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SmartLog 드라이버 설치가 진행됩니다.

팝업창은 2번 실행되니, 2번 모두 체크 
해제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하세요.

간단설명서

주요 특징

INSTALL_SMARTLOG_2.X.X.EXE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설치화면이 실행 

됩니다. 

설치하시려면 파일 경로를 선택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대화상자의 다음, 설치, 

완료 버튼을 차례로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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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권한을 확인해야 설치 가능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후 설치를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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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

[ 혈당값 경향 그래프 ]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1. SmartLog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되어 있을 수도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표시줄에 표시된 SmartLog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실행해  
 봅니다.
3. 시스템을 재 부팅하고 다시 실행해 봅니다.
4.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SmartLog 프로  
 그램을 삭제하고 재설치합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기존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프로그램 삭제 전  
 고객센터(080-910-0600)로 문의해 주십시오.

미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1. SmartLog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실행해 보십시오.
2.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SmartLog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COM port가  
 사용 중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모두 닫고  

 다시 실행해 보십시오.

4. 측정기의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표시가 깜박거린다면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실행해  

 보십시오.

5. 시스템을 재 부팅하고 다시 실행해 봅니다.

SmartLog 
프로그램에서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1. 프린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ONLINE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3. 프린터의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운로드 한 데이터 

또는 수동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리포트에 

표시 되지 않습니다.

1. 기간선택의 날짜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날짜가  
 기간선택 날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간선택의  

 날짜를 변경합니다.   

문제점 해결방법

선택한 날짜 범위에 해당하는 일별 혈당 

값이 표시됩니다

[ 목표분석 ]

각 식전 및 식후 목표치 범위에 대한 

목표치 이상, 이하 및 이내 범위에 해당 

하는 혈당 측정치 비율이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언어, 날짜형식, 시간 

형식, 혈당단위,  혈당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로컬 서버 또는 외부 서버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뉴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SmartLog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처음으로 화면의 

우측에서 매뉴얼을 클릭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당뇨수첩 ]

설정한 각 시간대별로 날짜별 측정 

데이터와 각종 통계값을 표로 보여줍니다.

[ 2주 요약 그래프 ]

최근 2주간 측정한 혈당값에 대해 혈당값 
경향 그래프, 당뇨수첩의 혈당측정값통계 

와 혈당기록보기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프로그램 메뉴의 다운로드/데이터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Log에 기록된 사용자 및 혈당데이 
터를 보고서 형식으로 내보내기/불러오기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습 

니다.

프로그램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의 내용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한 각 SmartLog 프로그램 사용 중 보고서 출력이나 이메일 전송을 원하시면 
리포트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인쇄나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날짜별 

측정 데이터와 각종 통계값을 표로 보여줍니다.

[ 평균 혈당값 분석 ]

식사/취침 시간대 및 요일별 혈당 평균값 

이 표시됩니다.

[ 일별 경향 그래프 ]

선택한 날짜 범위에 해당하는 일별 혈당 

값을 24시간으로 나누어 각 시간 별로 

표시합니다.

[ 혈당값 리스트 ]

선택한 날짜 범위의 혈당값, 날짜, 시간, 

메모 정보를 보여줍니다. 

[ 기간 비교 그래프 ]

사용자가 선택한 현재기간과 이전기간에 

대한 혈당값의 경향과 각종 통계값을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종류 선택 메뉴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다양한 보고서를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CPU: 500MHz Intel Pentium llI 이상
•RAM : 512 MB 이상
•하드 디스크 최소 여유 공간 : 200MB
•Windows® XP Home 및 Professional (SP2 이상), Windows® Vista(32비트/64 
 비트), Windows® 7(32비트/64비트), Windows® 8(32비트/64비트)
•Mac OS X 10.8 이상
•USB 포트
•스마트로그 전용 USB 케이블
•최소 1024x768 픽셀 화면 해상도 이상의 모니터
•리포트 출력을 위한 프린터
•이메일 전송을 위한 인터넷 연결

문제점 해결방법

(주)아이센스원주공장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94-1

날짜와 시간, 혈당값, 그리고 그 외 기타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데이터에 추가되고 보고서에 

바로 적용됩니다.

[참고] 혈당값은 10~600 mg/dL 혹은 
0.6~33.3 mmol/L 범위 내에서 만 입력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뉴의 리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 화면이 실행됩니다.

[주의] 혈당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데이터 
를 잘못 분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 후에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SmartLog 프로그램과 사용중인 
측정기의 단위를 반드시 일치 시키십시오. 

단위를 변경할 경우 데이터를 읽을 때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15 i-SENS, Inc. All Rights Reseved.

고객상담실:080-910-0600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 수동입력

프로그램 메뉴의 수동입력 버튼을 클릭 

하면, 수동입력 화면이 실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