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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가 고령화, 핵가족화  재난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요구호자에 한 고품질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방재청의 24*365 긴 응서비스에 IT첨단기술, 바이오�의료기술

을 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품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U-119시스템 개념, 구축사례  

발 방향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  가장 두드러진 상 에 하

나는 핵가족화  노인인구의 증가, 장애인, 맞벌이 가정

의 증가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의 의미는 사회소회계층

이 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게 증가되는 사

회소외계층은 상황 발생시 상 으로 한 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을 야기하고 있다. 사회가 

한 로벌사회로 변화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  

체류자가 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  지역으로 귀

화하여 살아가는 외국어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어 사용자들이 응 상황이 발생하여 긴

구조를 요청했을 때 외국어 사용자들의 언어를 이해하

지 못하여 빠른 긴 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성질환, 심�뇌  고 험 환자  자살 사고등 

방가능 사망률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문 인 구

조�구  서비스가 더욱더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에 요구에 발맞추어 응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 구조서비스(Emergency Response Service)를 통

해 요구호자에게 빠른 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환

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민간기업

이나 단체에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응체

계를 갖추고 있는 기  한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24*365 내내 국민의 안 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19 서비스(긴 구조시스템2))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요구호자별�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안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1) NEMA(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 긴 구조시스템(16개 시�도 운 )

   본 논문에서는 사회안 망을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119(U-119) 시스템의 개념, 주요 

서비스  구축사례를 설명한다. 한 향후 U-119 서비스

의 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난취약계층에 한 안 복

지 서비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안 망 시스템 U-119

  2.1 U-119 시스템의 개념

   U-119 시스템은 기존 119 구조�구 시스템에 첨단정보

통신기술  바이오�의료기술 등을 결합하여 모든 국민에

게 언제 어디서나 요구호자별�상황별 맞춤형 119 구조�구

 서비스를 제공함을써 구조�구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명률을 획기 으로 제고하는 세계 일류의 안 복지 상

품이다. 

 (그림 1) U-119 개념

  2.2 U-119 시스템 개념도

   U-119 시스템은 요구호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다양한 신고 채 을 제공한다. 유�무선 이동 화

를 기본으로 인터넷, SMS(Short Message Service),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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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 사회에 맞춰 사

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주 수로 송처리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무선 신고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다양한 외부센터(텔 매틱스 

센터, U-City 센터, 실버타운)등과의 확장성을 고려한 표

 연계방식을 지원한다.

(그림 2) U-119 시스템 개념도

   한 신속�정확한 실시간 응을 해 한국통신과 이

동통신사와의 QoS(Quality of Service)기반 용망을 통해 

요구호자의 정확한 치를 제공해 다. 요구호자의 신고 

시 빠르고 정확한 장 응을 해 안심폰 수혜자 데이

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응 처치를 응할 수 있는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표 1>은 U-119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이다.

<표 1> U-119 주요 서비스

구분 서비스

신고 수 Layer

U-안심폰

치확인기반

Help Me 119

U-센서네트워크

외부센터연계

지령운  Layer
디지털다매체 피안내

련기 네트워킹

장 응 Layer

원격화상응 처치�심 도모니터링

U-긴 구조통제

역추

활동보고 지식센터

  2.3 U-119 주요 서비스 설명

  1)U-안심폰 서비스

질병자ㆍ고령자ㆍ장애인ㆍ나홀로 어린이ㆍ외국인등 사회

 약자의 질병 ㆍ신상정보를 사  D/B화 하여 긴 상황

시 119신고와 동시에 수혜자의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속

하게 맞춤형으로 긴 응  계자에게 통보하는 안

복지서비스

  2)Help Me 119

국내 외국인에게 긴 상황  생활불편 시 119긴 화를 

통해 외국어 3자 통역ㆍ통화ㆍ구 서비스  통역ㆍ길안

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도우미 서비스로서 외국

인이 질병ㆍ신상정보를 사  등록하면, D/B화 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 실시

  3)U-센서네트워크 서비스

바이오센서, 센싱기술, CCTV 화소분석기술, 네트워킹 기

술 측 기술을 이용하여 고 험 지역이나 사람의 험정

보를 자동으로 악하여 맞춤형으로 신속 응하는 첨단

서비스

  4)원격화상응 처치�심 도모니터링 서비스

119구 가 응 환자처치ㆍ이송시 응 의료지도의사에게 

응 환자의 상태를 동 상으로 실시간 송하여 의사의 

단과 지시에 따라 응 처치하는 응 의료 서비스

  5)U-긴 구조통제 서비스

웨어러블 컴퓨  기기  소방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응에 동원되는 모든 자원(기 ㆍ단체, 인원ㆍ장비)을 장

지휘소  원격 지휘소(소방본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지

휘ㆍ통제하는 시스템

3 . 유비 쿼터스 119 신고시스템 구축 사례

   유비쿼터스 119 신고시스템은 기존의 119 신고체계에 

요구호자  재난취약계층에 품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U-안심폰 시스템, 무선 센서를 활용한 119

자동신고 시스템, 다양한 구조�구  신고 응을 한 사

회안 망 문서비스 구축  상황실 근무자에게 빠르고 

효율 으로 외국어 사용자에게 긴 구조서비스를 제공하

기 한 Help Me 119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유비쿼터스 119 신고시스템 구성도

  3.1 U-안심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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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확장 가능한 U-안심폰 데이터베이스

U-안심폰 데이터베이스는 U-119서비스의 핵심 정보를 

리한다. 재난취약계층, 험 상물  사고발생 시 처리요

령등을 리하여 요구호시 빠르고 정확한 긴 응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정확한 요구호자 치정보 제공

요구호자가 유�무선 화기를 사용하여 119 신고 하면 사

고자의 치를 한국통신 는 이동통신사 QoS(Quality of 

Service)지원 망을 통해 요구호자 치를 즉시 악할 수 

있다. 

(그림 4) 치정보 업무 흐름도(ANI3), ALI4))

  3)요구호자 병력정보 제공

U-안심폰 수혜자가 119 신고를 하면 기 제공한 U-안심폰 

수혜자 병력정보가 자동으로 상황실 담당자에게 달된다. 

상활실 담당자는 기 제공된 수혜자 정보를 바탕으로 출동

지령을 내린다.

(그림 5)상황실에 병력정보 제공 화면

  4)개인별 맞춤형 출동지령서

3)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4) ALI(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

출동 원들은 출동지령서에 출력된 U-안심폰 수혜자 정

보를 확인하여 출동장비를 신속하게 요구호자에게 구조�

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셋 할 수 있다.

(그림 6)출동지령서

  3.2 119자동신고시스템

(그림 7)119자동신고 업무 흐름도

  1) 험정보 자동 센싱

  수혜자 가정에 화재 는 가스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하여 무선 Gateway로 달하여 119자동신고

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망을 통해 

달된다.

  2) 험 처 요령

  자동신고 시 험물에 한 처요령이 자동으로 상황

실 담당자에게 달되고, 유 기 과의 력이 필요하면 

유 기 과도 연락이 가능하다.

 

  3.3 사회안 망 문 시스템

  1)텔 매틱스 센터 연계 기능

  텔 매틱스 센터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 인지 시(자동센

싱 는 운 자가 SOS버튼을 1 이상 을 경우)자동

차 사고 정보 XML형태의 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달한다. 

  2)사고 응 모니터링

  사회안 망 문 시스템은 사고 응 상태 정보를 텔

매틱스 센터에 달하여 처리 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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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텔 매틱스 센터 연계 업무흐름도

  3.4 Help Me 119 시스템

(그림 9)Help Me 119 응 업무흐름도

  1)응 응 시나리오

  외국어 사용자가 119신고 시 외국어 사용자들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응 응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2)사용자 응  정보 제공

  외국어 사용자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에 

응하는 번호를 선택하면 그 정보를 상황실 담당자들에

게 달한다.

3.5 유비쿼터스 119 신고 시스템 구축 기 효과 

<표 2> 유비쿼터스 119 신고 시스템 기 효과

구분 설명
비

고

정량

병력정보  응정보를 활용한 응

환자 구명률 제고(35%->50%)

요구호자의 상태  치 악을 통한 

처리시간 30  단축

인명�재산 피해 감소

(도착시간 4분30 ->4분)

정성

요구호자, 재난취약지역에 사회안

망 구축

119 서비스 만족도 증가

유비쿼터스 환경 기반 구축

로벌 시 에 맞는 Safe Korea 실

4. 결론

   사회가 변하면서 재난취약계층  재난취약지역에 

한 긴 응서비스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U-119서비스는 이러한 안 취약 상에 한 효과 이고 

빠른 긴 구조�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4*365 무정

지 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모

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 한 “Safe Korea" 실 을 앞당기

기 해 여러 유 기 과 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안 복지망을 효율 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U-119서비스는 단순히 국내 신 랜드로써 뿐만 아

니라 월드베스트 안 상품으로 육성하여 로벌 스탠더드

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 랜드화 하는 것에도 지속 인 

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의 구축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비쿼터스 119 신

고시스템은 요구호자 는 재난취약계층에 한 고품격 

맞춤형 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U-119서비스의 기반

이 된다. 따라서 U-119서비스가 지속 으로 고도화되고 

발 하기 해서는 유비쿼터스 119신고시스템를 IT첨단기

술, 바이오�의료 기술의 발   기술 성숙도에 맞추어 확

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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