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흉터, 상처
이제 위피아스로 치료, 관리하세요!
화상이나 사고로 생긴 흉터, 상처는 초기에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피아스앱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쉽게 의학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피아스 사용 가이드 (일반사용자용)

상처 상담하기
내 상처,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걸까?
궁금할 땐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세요!

상담내역 보기
화상상처에 대한 
나의 질문과 내 상처경과들
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화상정보
화상, 어떻게해야하죠?
화상정보와 응급처치법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 비교하기
빅데이터와 AI가 제공하
는 다른 사례들과 내 상
처를 비교해볼 수 있습
니다.

위피아스의 핵심 기능!

 화상 또는 상처를 입었을 

때 사진을 찍어 

의학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화상상처를 기록하며

치유되는 경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상에 대한 잘 모르던 

사실들과 응급처치법, 

미리 알고 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원인별 특징

통계 등 화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실제 빅데이터와 AI가 

제공해주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면서 내 상처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위피아스 가이드 일반사용자용

앱스토어에서  구글플레이

'위피아스' 검색하시고 다운로드하세요~



1. SIGN UP 터치

2. 약관 확인 및 동의

3. 이메일, 패스워드,닉네임,생일 입력과 성별 체크

4. 회원가입 완료

1. 설정버튼 터치

2. 닉네임 변경은 연필 아이콘 터치, 패스워드 변경은 자물쇠아이콘 터치

3. 닉네임 변경

4. 패스워드 변경

간편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모두가 쉽게 위피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고 알림설정과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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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상 부위 선택한 후 세부부위 선택 

6. 화상입은 날짜, 원인 선택

7. 환자가 본인일 경우 본인선택, 본인이 아닌 경우 성별, 연령 선택

8. 제목, 내용작성 후 등록

1. 상세촬영사진과 전체촬영사진 첨부

2. 처음 촬영 시 가이드를 따라 촬영

3. 촬영한 사진을 선택

4. 질문용 사진첨부 완료

상처 상담하기를 통해서 화상상처나 화상흉터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처 상담하기

1

5

2

6

3

7

4

8

상처상담하기 상처상담하기

상처상담하기

상처상담하기

상처상담하기 상처상담하기 상처상담하기



상담내역 보기

1. 상담내역보기에서 내가 했던 질문들을 확인

2. 내 상처의 경과 추가하기

3. 사진추가와 내용작성

4. 확인으로 경과등록

5.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의 시간순 정렬

6. 추가한 경과의 답변대기

7. 전문가 답변 시 푸시알림, 해당 질문의 답변완료 표시

8. 답변완료 질문 선택 후 전문가 답변 확인

상담내역 보기에서 내가 했던 질문들을 확인하고 상처 케이스별 경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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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비교하기

1. 질문했던 사진, 새로운 촬영, 앨범사진을 선택해 다른 사례와 비교

2. 화상원인 선택 후 확인

3. 실제 사례 사진과 화상 입은 날짜, 치료했던 기간, 원인, 화상도수 등의 정보 제공

4. 슬라이드를 넘기며 내 상처와 비교

내 화상 상처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처 비교하기에서 내 상처를 실제 사례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5. 질문했던 사진으로 비교

6. 질문했던 사진 중 하나 선택 후 확인

7. 질문사진과 실제 사례의 사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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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정보

1. 화상정보, 응급처치법, 화상통계를 확인 

2. 원인별 화상분류

3. 원인별 화상의 원인, 특징과 대처법

4. 화상 응급처치법

포켓 화상사전! 화상에 대한 원인별 정보들과 응급처치법, 그리고 화상통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그림으로 배우는 대처법

6. 요인별, 부위별, 월별 화상통계

7. 그래프로 화상의 추이 확인

8. 그래프로 화상의 원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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