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봇을 통해 확인된 정보는 의료 전문가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부전 및 관련 증상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
�
�	�������������

������������ 

��
�������

����������
���

����������
�����

���

�������������¡¢£�
¤¥¦�§¨�©ª« 



페이스북 메신져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심장 지킴이 
똑심이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무료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심장 지킴이
똑심이 채팅창이 
실행되면 
시작하기를 눌러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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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브로셔 첫 페이지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인식/스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 창에
아래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s://heart-failure-chatbot.live/sk

Short video Video Photo Portrait 1:1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폰 모두 설치/사용이 가능하며, 동일 계정으로 접속 시
기기에 관계 없이 연동되고, 마지막 사용 시점으로 재접속됩니다.

심장 지킴이
똑심이
의료 및 건강

메신저 앱 설치하기

메신저에서 열기

심장 지킴이 똑심이

심장 지킴이 똑심이
의료 및 건강

시작하기

https://heart-failure-chatbot.live/sk에
접속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웹페이지



언제라도 채팅창 사용 중 중단하시게 되면 다음 접속 시 마지막 화면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챗봇의 답변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만약 채팅창에 추가 답변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답변 창을 한 번 클릭해 주시면
챗봇의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옵션/답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채팅창 상단 로고를 
클릭하시면 알림 
주기/비활성화 등의 
기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챗봇이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회색 바탕에 
표시됩니다.

채팅창 하단에는
주요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채팅창 사용 중 
언제라도 메인 메뉴로 
이동 혹은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옵션/답변이 나타나면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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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심부전학회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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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더 잘 이해하면 더 잘 파악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 변화가 있으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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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녹색 그래프는 어제보다 
오늘의 증상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신 날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 이번 주는 하루 전보다 증상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신 날이
3일 정도됩니다.

하단의 붉은색 그래프는 어제보다 
오늘의 증상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신 
날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 이번 주는 하루 전보다 증상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신 날이
4일 정도됩니다.

가운데 회색 그래프는
어제 대비 오늘의 증상 변화를 
느끼지 못한 날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 이번 주는 하루 전 대비 아무런 
증상 변화를 느끼지 못한 날이
3일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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