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시작하기
설정

사용 지침



모든 그래픽은 대표 이미지입니다. 제품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G6를 사용하기 전에 G6 사용하기, 2 장 의 안전에 관한 설명을 검토하십시오.

Dexcom G6 CGM(G6) 개요

트랜스미터
• 센서의 당 정보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보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 당 정보를 표시합니다

• 스마트 장치, Dexcom 수신기,  
또는 둘 다 설정

• 현재 호환 가능한 스마트 장치 
및 운영 체제를 확인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dexcom.com/compatibility

• G6 앱 및 수신기는 모든 G6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센서 내장 어플리케이터
• 센서 어플리케이터를 통해 피부 

아래에 센서를 삽입합니다

• 센서를 통해 당 정보를 얻습니다

스마트 장치

Dexcom 수신기

어플리케이터

센서(내부)



G6는 G6 센서 당 수치(G6 수치)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보냅니다.

수신기는 G6에서만 사용됩니다. G6 앱을 스마트 장치에서 
실행할 수는 있지만, 수신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장치 설정, 스마트 장치 또는 앱 종료, 배터리 부족 등의 
상황에서는 앱이 알람/경고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나오는 탭들을 사용하여 
앱, 수신기 또는 두 가지를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과 수신기를 모두 설정하고 싶다면 먼저 한 가지를 
선택해 설정하고 해당 탭에서 두 번째 장치 설정을 
진행하십시오. 마지막 단계로 가면 두 번째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설정을 
위한 탭을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지 Dexcom 대리점에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역할

앱, 수신기 또는 둘 다 선택

스마트 장치

Dexcom 수신기





앱 설정

스마트 장치

트랜스미터센서 내장 어플리케이터



Dexcom 

1 메시지가 표시되면:

•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렇게하면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 G6 데이터를 팔로어에게 보냅니다.
• CLARITY: 의사와 데이터 검토, 패턴을  

참조(일부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삽입할 센서 어플리케이터의) 센서 코드 

를 입력하십시오.
• 센서 코드를 찾지 못한 경우  

G6 사용하기, 부록 A 문제해결을 참조하십시오.

B  화면 셋업 지침을 따릅니다

A  Dexcom G6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십시오

1단계: 앱 설정



C  2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 센서 가동 준비가 완료되면 확인을 눌러 홈 

화면을 표시합니다

• 이제 G6 수치 및 알람/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일련번호(SN) 입력: 

트랜스미터 뒷면트랜스미터 상자

2 파란색 센서 가동 준비 타이머가 확인되십니까? 
이는 센서가 몸에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동 준비 중에는 

• G6 수치 또는 알람/경고가 없습니다

• 스마트 장치를 트랜스미터와 6미터  
이내에 두십시오

또는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G6에서 트랜스미터를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G6 수치, 알람/경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 

• 

Welcome

Next

전원 버튼을 2-3초 동안 눌러 수신기를 켭니다. 화면 
상의 지시를 따릅니다.

수신기 설정 탭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단계는 앱을 
설정하기 전에 수신기를 설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방법 알아보기:

• 홈 화면을 읽습니다

• 알람 및 경고를 사용합니다

• 관련 조치 취하기

• 문제 해결

2단계: G6 사용하기 참조

3단계: 선택 항목 - 수신기 설정



수신기 설정

수신기

트랜스미터센서 내장 어플리케이터



전원 버튼을 2-3초 동안 누릅니다.

A  수신기를 상자에서 꺼내십시오

B  수신기를 켭니다

C  화면 상의 지시를 따릅니다

1단계: 수신기 설정

1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삽입할 센서 어플리케이터의 센서 코드

• 센서 코드를 찾지 못한 경우  
G6 사용하기, 부록 A 문제해결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의 일련번호(SN): 

2 이 화면이 표시되면 이 단계를  
완료한 것입니다.

트랜스미터 상자 트랜스미터 뒷면

또는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G6에서 트랜스미터를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G6 수치, 알람/경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XXXXXXXX

A  센서 내장 어플리케이터를 
상자에서 꺼냅니다

B  센서 부위를 선택합니다

C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여 내장 센서를 삽입합니다

2단계: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여  
내장 센서 삽입

만 18세 이상 만 24개월 - 만 17세

또는

2 접착제 보호 필름을 벗겨냅니다. 
접착제를 만지지 마십시오.

1 손을 씻고 말립니다. 센서 부위를 
알코올스왑으로 닦습니다.

준비물 :  어플리케이터 
(방금 입력한 코드포함),  
트랜스미터 및 알코올스왑

뼈, 자극받은 피부, 문신 및 부딪힐 수 있는 부위를 피하십시오.



4 안전 덮개를 접고 분리합니다.3 어플리케이터를 피부에 
위치시킵니다.

6 패치와 홀더를 그대로 두고 
피부에서 어플리케이터를 
제거합니다. 

5 버튼을 눌러 센서를 삽입합니다.

7 어플리케이터를 폐기합니다. 
혈액 접촉 구성품에 대한 현지 
지침을 따르십시오.



B  트랜스미터 장착합니다

3단계: 트랜스미터 부착

2 탭을 앞으로 해서 트랜스미터를 
홀더에 삽입합니다.

4 접착 패치 주변을 3회 
문지릅니다.

1 알코올스왑으로 트랜스미터를 
닦습니다.

3 트랜스미터를 장착합니다. 
제자리에 고정되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튀어나온데 없이 홀더에 
꼭 맞아야 합니다.

A  트랜스미터를 상자에서 꺼냅니다

탭

슬롯



B  센서 시작을 눌러 2시간 가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동 준비 중에는 G6 수치, 
알람/경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C  기다립니다
• 완료되면 다음을 눌러 홈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 이제 G6 수치 및 알람/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수신기의 센서 시작

A  페어링될 때까지 최대 30분 
동안 기다립니다

페어링 중에는 

• G6 수치 또는 알람/경고가 없습니다

• 수신기를 트랜스미터와 6미터 이내에 두십시오



• 

• 

• 

• 

• 

• 

• 

방법 알아보기:

• 홈 화면 읽기

• 알람 및 경고 사용

• 관련 조치 취하기

• 문제 해결

스마트 장치에 앱을 다운로드하여 엽니다.  
화면 상의 지시를 따릅니다.

앱 설정 탭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단계는 
수신기를 설정하기 전에 앱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5단계: G6 사용하기 참조

6단계: 선택 항목 - 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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