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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e HOME2 – 시작하기 가이드
IOP(안내압) 자체 측정의 최적 표준, iCare HOME2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Care HOME2 안압계는 환자들이 가정에서 직접 IOP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iCare HOME2는 주-야간에 관계 없이 IOP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녹내장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iCare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래픽 형식을 통해 안압계 측정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Care HOME2 셀프 안압계는 독립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압계에서는 최근 100개의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are HOME2와 iCare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1. 본 가이드의 1장에 나와 있는 안내에 따라 안압계의 언어와 날짜,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IOP 측정 결과를 정확한 현지 날짜 및 시간 정보와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iCare HOME2 빠른 가이드에 나와 있는 안내에 따라 iCare HOME2를 사용해 
측정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iCare HOME2 전용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USB 
메모리 스틱에 있는 iCare HOME2 사용 설명 동영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자 - 본 가이드의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안내에 따라 iCare 소프트웨어와 함께 
iCare HOME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의료 전문가 - 본 가이드의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안내에 따라 iCare 
소프트웨어와 함께 iCare HOME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Care HOME2 제품 패키지 안에 보시면 iCare HOME2와 iCare 소프트웨어를 위한 
사용 설명서와 빠른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iCare 판매처 또는 담당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home-software-support@icare-world.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mailto:home-software-support%40icare-world.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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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날짜 및 시간 설정

1.1 언어 설정

1. 을 길게 눌러 안압계 전원을 켭니다.

2. 을 계속 눌러 디스플레이에 설정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3. 을 누릅니다.

4.  또는 을 계속 눌러 언어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5. 을 눌러 언어를 변경합니다.

6.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언어가 나오면 을 누릅니다.

1.2 날짜 설정

7. 날짜를 변경하려면  또는 을 계속 눌러 날짜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8. 을 누릅니다.

9.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날짜 형식이 나오면 을 누릅니다.

10.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연도가 나오면 을 누릅니다.

11.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월이 나오면 을 누릅니다.

12.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날짜가 나오면 을 누릅니다.

1.3 시간 설정

13. 시간을 변경하려면  또는 을 계속 눌러 시간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14. 을 누릅니다.

15.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시간 형식이 나오면 을 누릅니다.

16.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시간대가 나오면 을 누릅니다.

17.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시가 나오면 을 누릅니다.

18.  또는 을 계속 누르다가 원하는 분이 나오면 을 누릅니다.

PRACTICE
MODE

SETTINGS

BLUETOOTH
OFF

LANGUAGE
ENGLISH

TIME
17:20

DATE
09/05/2019

SOUND LIGHT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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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are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요
iCare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 iCare HOME2: 안압 측정용 셀프 안압계.

• iCare CLINIC: 의료 전문가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iCare
CLINIC을 이용하면 의료 전문가와 환자는 브라우저에서 iCare HOME2 측정
결과를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 iCare CLOUD: 환자가 iCare HOME2 측정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 iCare PATIENT2: 환자가 IOP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모바일 앱.
iCare PATIENT2는 환자나 의료 전문가가 iCare CLINIC 또는 iCare CLOUD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Care EXPORT: Windows OS용 PC 앱. iCare EXPORT는 IOP 데이터를 확인하고
iCare CLINIC이나 iCare CLOUD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re HOME2 안압계는 iCare CLINIC 또는 iCare CLOUD에 연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양쪽에 모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압계가 의료진의 iCare CLINIC 계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는 iCare CLOUD의 개인 계정에 자신의 측정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iCare 
CLOUD

의사의 CLINIC 
계정에�연결된 

HOME�

환자의�개인 
계정에�연결된 

HOME�

환자는�의료 
전문가�초대�시 

액세스�가능

옵션 �

옵션 �

iCare HOME� 사용�모델

3 환자를 위한 설명

iCare HOME2 등록 방법 및 iCare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서 iCare HOME2 측정 결과를 확인하려면 iCare HOME2 
안압계가 다음 중 한 곳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iCare CLINIC 계정, 또는
• 내 개인 iCare CLOUD 계정.

담당 의료 전문가에게 iCare HOME2가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등록 가능한 iCare 
CLINIC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일단 iCare HOME2가 iCare CLINIC 
계정에 등록되고 나면 담당 의료 전문가로부터 iCare 환자 로그인 정보를 받으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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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 iCare PATIENT2 앱이나 웹 브라우저에서 
내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are HOME2 안압계가 iCare CLINIC 계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내 개인 iCare CLOUD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1. www.icare-world.com/cloud/registration/으로 갑니다.

2. 먼저 현재 내가 있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3. 체크상자를 모두 클릭해 이용 약관을 수락하고 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이메일을 받습니다.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5. 본인이 선택한 암호를 포함해, 웹 페이지에서 필수 정보를 입력해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압압계 일련 번호는 안압계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6. 등록 확인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메일에는 iCare CLOUD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웹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같은 iCare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 iCare PATIENT2 모바일 앱에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iCare PATIENT2 앱을 안압계와 함께 사용하려면 iCare PATIENT2와 EXPORT 빠른 
가이드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iCare EXPORT PC 앱을 안압계와 함께 사용하려면 iCare PATIENT2와 EXPORT 빠른 
가이드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iCare EXPORT PC 앱은 
https://www.icare-world.com/apps/export/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Care EXPORT는 Windows OS와 호환됩니다.

iCare CLOUD 가입을 취소하려면 home-software-support@icare-world.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문가를 위한 설명

iCare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하는 방법

iCare CLINIC 소프트웨어는 iCare HOME 및 HOME2 안압계의 환자 대여를 
관리하고, IOP 측정 결과를 확인, 분석 및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are CLINIC에 관한 자세한 정보:  
www.icare-world.com/product/icare-clinic-software/

iCare CLINIC 가입: https://store.icare-world.com/

iCare HOME2 안압계를 iCareCLINIC에 추가하려면전문가를 위한 iCare CLINIC, 
EXPORT 및 PATIENT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iCare EXPORT PC 앱에서도 IOP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은  
표 형식으로 간단한 측정 보고서를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are EXPORT PC 앱 다운로드: https://www.icare-world.com/apps/export/

전문가를 위한 iCare CLINIC, EXPORT 및 PATIENT 사용 설명서는 HOME2 제품 전용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USB 드라이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care-world.com/cloud/registration/
https://www.icare-world.com/apps/export/
mailto:home-software-support%40icare-world.com?subject=
https://www.icare-world.com/product/icare-clinic-software/ 
https://store.icare-world.com/
https://www.icare-world.com/apps/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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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care-world.com

iCare는 Icare Finland Oy의 등록 상표입니다. Centervue S.p.A., Icare Finland Oy 및 Icare USA Inc.는 Revenio Group의 자회사로 iCare 브랜드를 대표
합니다. 본 브로셔에 언급된 제품, 서비스 또는 제안 중에는 일부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승인 받은 라벨 및 사용 설명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
니다. 제품 사양은 디자인 및 납품 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의 결과입니다.

Icare Finland Oy
Äyritie 22
01510 Vantaa, Finland
전화: +358 0 9775 1150
info@icare-world.com

자세한 사항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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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are-world.com
mailto:info@icare-worl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