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ardianTM Connect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REAL-TIME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혈액 검사용 기기)

Giving you and your child greater
control of their diabetes.1,2

n  혈당을 적극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싶은 환자

n  저혈당 위험을 줄이며 
 혈당을 관리하고 싶은 환자

n  처음 인슐린을 맞는 환자 

n  임산부 혹은 임신 계획이 있는 
  당뇨 환자 

n  24시간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가디언커넥트는 
다음과 같은
환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uses a sensor to measure sugar levels just below the skin known as interstitial fluid. These sensor glucose (SG) values are 
different from blood glucose (BG) measurements using a BG meter. Sensor glucose values should not be used to make treatment decisions. Patients should always 
do a BG fingerstick before making treatm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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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s are intended for monitoring interstitial glucose levels in persons with diabetes and should only be used under the direction
of a healthcare professional familiar with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se systems. These systems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potential high and low glucose 
levels and can provide an indication of when patients should obtain a glucose reading using a home glucose reader. The information provided by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s is intended to supplement, not replace, readings from a home glucose meter. Insertion of a glucose sensor may cause bleeding or irritation at 
the insertion site. Consult a physician immediately if you experience significant pain or if you suspect that the site is infected. For details, visit MedtronicDiabetes. 
com/Important-Safety-Information.

Safety Information: CareLink® Software
CareLink software is intended for use as a tool to help manage diabetes. The purpose of the software is to take information transmitted from insulin pumps, glucose
meters and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s, and turn it into CareLink reports. The reports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trends and track 
daily activities such as carbohydrates consumed, meal times, insulin delivery, and glucose readings. CareLink report data is intended for use as an adjunct in the 
management of diabetes and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by itself. Nor should it be used for the treatment of medical conditions other than diabetes. Patient 
blood glucose levels should be monitored at least 4-6 times a day and patients and their healthcare providers familiar with the management of diabetes should consult 
one another prior to engaging in treatment or changes in treatment. See CareLink User Guide at medtronicdiabetes.com/support/download-library/userguides for 
details.

"스마트기기는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앱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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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유) 당뇨사업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7층 전화 : 02-3404-3600
www.medtronic.co.kr    www.medtronic-diabetes.co.kr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쉽고 편리한
혈당 관리 시스템
가디언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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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디언커넥트일까요?
Real-Time CGM 가디언커넥트는 혈당 관리 개선과 

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Advanced glucose management for patients

고혈당 및 저혈당이 오기 전에 미리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2번의 교정 작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혈당 패턴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실시간 혈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람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Actionable data for therapy management

케어링크®  리포트를 통해 혈당, 식사, 운동, 

약물의 상관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288번의 센서 포도당 수치를 통해 혈당 패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cover the data to 
help you and your 
patients improve
diabetes management. 

74%1의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저혈당이 두려워 

인슐린 용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도당 수치의 변화 속도를 

예측하여 고혈당, 저혈당 

한 시간 전(개별 설정 가능)에 

미리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74% 

CareLink® software gives doctors easy access to patient data. 
The app gives patients readings and trends on the go.

환자가 가디언커넥트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케어링크® 소프트웨어에 혈당 정보가 업로드됩니다. 

케어링크®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혈당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시 케어링크® 리포트를 활용하면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mart ways to share information

가디언커넥트 시스템은 작은 송신기, CGM 센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신기가 5분에 한 번 환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혈당 수치를 전송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고혈당, 저혈당 확인 및 미리 알림이 가능합니다.

The smartphone-based CGM system from Medtronic

케어링크® 리포트는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스마트기기는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앱만 제공합니다."

"스마트기기는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앱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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