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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말립니다.

검사지 용기의 유효 기간을 
확인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검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사지 용기에서 검사지를 
꺼냅니다. 검사지용기 
뚜껑을 완전히 닫습니다. 

검사지의 금속 끝 부분을 
기기에 삽입해 주십시오.  

측정기가 켜집니다. 테스트 
준비 중이 표시됩니다. 

혈당 측정 실시

채혈기를 손가락 끝 옆에 
꾹 대고 노란색으로 
바뀐 채혈버튼을 눌러 
채혈합니다. 

검사지의 노란색 모서리에 혈액 방울을 묻힙니다. 
분석 중이 표시되면 검사지에서 손가락을 뗍니다. 
검사지 윗부분에 혈액을 묻히지 않습니다.

4초 이내에 화면에 혈당 
측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채혈기 뚜껑을 분리합니다. 
채혈침을 자신으로부터 먼 
곳을 향하게 하고 제거 
슬라이드를 앞으로 밀어 
사용한 채혈침을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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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끝내기 전에...

 경고

• 본 간편 설명서는 Accu-Chek Guide  
(아큐-첵 가이드) 혈당 측정기의 사용 
설명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중요한 취급 유의사항과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채혈기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시작하기

간편 설명서 Accu-Chek Softclix (아큐-첵 
소프트클릭스) 채혈기를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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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케이스의 주머니에서 
채혈침을 꺼냅니다.

채혈기 뚜껑을 잡아당겨 
엽니다. 캡을 비틀지 
않습니다.

맞물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채혈침을 채혈기에 
삽입합니다.

채혈기 뚜껑을 다시 
닫습니다. 이때, 뚜껑의 
표시를 채혈기 본체의 반달 
모양 표시와 일치시킵니다.

채혈기 뚜껑을 돌려 채혈침 
깊이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2로 깊이를 
설정합니다. 두꺼운 피부의 
경우 더 높은 숫자로 
선택합니다.

채혈 준비 버튼을 끝까지 
누릅니다. 채혈 준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채혈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채혈기가 
준비되면 채혈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손가락 끝에서 채혈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채혈기를 한쪽에 치워 
둡니다.

언어 및 시간 형식 설정

제거 슬라이드

채혈 버튼

뚜껑 채혈 
준비 
버튼

깊이 설정

 를 살짝 눌러 혈당 
측정기를 켭니다. Language   
(언어)가 표시됩니다. 

 또는  를 눌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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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형식이 표시됩니다.  
 또는  를 눌러  

12 시간 (am/pm) 또는  
24 시간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옵션을 설정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채혈기 준비개요

1 화면

2 뒤로 가기 버튼 

3  상하 화살표 버튼  

4 전원/설정/OK 버튼  

5  조명이 적용된 검사지 
삽입구

6 건전지 커버 

7 마이크로 USB 포트 

8 검사지 제거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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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침의 보호 캡을 
돌려서 제거합니다.

6 7 8 9

또는 

Accu-Chek Connect (아큐-첵 커넥트) 
혈당관리 앱* 무료 다운로드:

*일부 모바일 장치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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