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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응 환자의 구 상황은 작은 시간도 환자의 생명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 상황에서 

구 원의 조끼에 부착된 기기를 통해 음성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병원  119센터와 실시간으로 공

유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과거 상황에 한 객 성을 확

보하고, 환자의 사후 처방을 보조하는 효과가 기 된다. 

그림 1 스마트 조끼 개요도

1. 서론

   구급차 안에서는 경상 환자부터 중상 환자까지 분초를 

다투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으려면 이송 환자의 상태를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

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구조 상황에 대한 상세한 재

연을 위해 기록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므로, 구급대

원은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1]. 시간이 

매우 중요한 구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정확한 기록을 남

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일반적으로 구급처리 후에 

기록을 작성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구급상황에서

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도 음성을 통해 정확한 현장 기

록을 작성하도록 음성 기반의 기록 디바이스를 제안한다. 

기록된 정보는 병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를 통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가능하게 한다.

   

* 본 논문은 한이음ICT멘토링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결

과물입니다.

구급대원의 조끼에 장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설계를 

통해 보급률을 확보하고, 음성기반 UX 설계를 통해 응급 

구조 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이송 중 환자의 정보를 병원

과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

고 정확한 소통 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음성기반 응급상황 기록시스템

2.1 시스템 개요도

그림 3 시스템 개요도

 구조대원의 조끼에 장착된 카메라와 마이크로 수집한 정

보를 중앙 서버에 전송한다. 이 데이터는 119 관제센터와 

병원 응급실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환자

의 초동대처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골

든타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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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조끼 내장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써 구급대원의 조끼에 마이크와 

카메라, 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 디바이스를 내장한다. 

이는 응급상황 전반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하드

웨어 역할을 한다.

 조끼 내장 장치의 STT(Speech To Text) 음성 기록

   구조대원의 음성을 통해 환자 임상 정보를 기록한

다. 조끼 디바이스의 마이크로 음성을 확보하며, 이를

Google STT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한다. 자연어 처리를 

통해 유의미한 정보만을 추출한다.

 조끼 내장 장치의 영상 기록

   구조대원의 조끼에 장착된 카메라는 응급상황 시작

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을 녹화한다. 이 영상은 유관

기관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상황 파악을 돕는다.

 조끼가 기록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

   디바이스로 확보한 텍스트와 영상 데이터를 상황 ID

에 따라 중앙서버 DB에 저장한다.  

 병원 및 119센터에서 실시간 확인

   클라이언트(병원, 119센터 등) DB조회 요청이 들어

오면 차트화 시킨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여, 응

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2.2 구조대원 조끼 디바이스 HW 구성도

   

그림 9 조끼 내장 디바이스 HW 동작 개요도

 구급대원의 조끼 내부에 부착된 디바이스는 카메라와 

마이크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제어보드를 통해 서버

로 전송된다.

2.3 구조대원 조끼 디바이스 SW 구성도

그림 10 조끼 내장 디바이스의 SW 동작 개요도

  응급 상황 발생 시 디바이스와 서버의 SW 동작 

개요도이다. 디바이스는 Raspberry Pi Linux OS, 서

버는 AWS EC2 Linux 환경에서 동작한다.

 디바이스는 상황발생시 동작을 시작하고 스위치를 

통하여 영상 및 음성인식을 통해 서버로 전송해준

다.

그림 11 앙 서버 SW 동작 개요도

 서버는 디바이스로 받은 데이터를 id에 따라 DB를 

생성 및 저장시킨다. 클라이언트 DB조회 요청이 들

어오면 차트화 시킨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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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병원에서 DB에 접근하는 Dash Board

그림 12  실시간 상황 공유 Dash Board 메인화면

 Dash Board는 그림12의 메인화면과 기록조회로 구성

되어 있다. 메인화면에서는 해당 병원으로 이송 중인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조대원의 조끼 디바이스로 수집한 환자의 임상정보

와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이 제공된다.

그림 13  DB 기록 검색

그림 14  DB 기록 조회

 병원 및 유관 기관에서는 중앙 서버에 저장된 과거 구

조 활동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 환자의 

이름이나 상황 발생 날짜를 색인으로 검색하면 그림 14

처럼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구조상황 다시보기

 환자의 임상정보 뿐만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VOD로 다시 볼 수 있다.

3. 적용 기술

3.1 음성 입력

3.1.1 Google STT(Speech to Text) API

   Google Cloud Speech API를 라즈베리파이의 마

이크를 사용하여 구급대원의 음성을 받아 텍스트로 

변환한다. 디바이스의 스위치를 통해 기능을 시동해 

녹음한다. 동시에 유사어 예외처리를 통해 입력 의

도와 다르게 인식된 단어도 본래 결과값으로 출력

을 유도한다 [2].

3.1.2 KoNLPy 자연어 처리

 음성입력으로 확보한 텍스트 데이터 중 조사를 제

외한 명사만 추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이다. 다

양한 한글 형태소 분석기 중 Python 개발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KoNLPy를 사용하였다 [3].

3.2 DB 실시간 전송 및 업데이트

3.2.1 디바이스 획득 데이터 DB 전송

  조끼의 디바이스로 생성된 데이터는 상황 ID와 함

께 DB에 저장된다. 이 상황 ID는 병원, 환자, 구조대

의 DB 테이블 스키마가 연동되어 하나의 상황을 구

성한다. 과거 기록을 조회하는 경우 해당 상황 ID와 

연결된 모든 영상, 텍스트 정보를 조회하여 타임라인

을 구성한다.

3.2.2 HTML5 Web Socket 활용 실시간 DB 업데이트

  해당 병원으로 이송 중인 환자의 상태는 HTML5 

기반의 웹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실시

간 DB 업데이트 기능 수행을 위해 node.js 기반 Web 

Socket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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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B 스키마 설계도

3.3 ffmpeg streamer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환자의 상태를 적외선 카메라 모듈로 촬영하여 실

시간으로 공유한다. ffmpeg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송출해준다.

그림 17 ffmpeg streamer

 

그림 18 상 송 로그 기록

4. 개발산출물 및 결론

4.1 결과물

그림 19 Dash board

 그림 19는 사고 상황 중 라즈베리파이 보드로부터 생

성된 정보를 서버에서 가공 후 출력한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은 119 관제센터와 병원 등 유관기관에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차트화 되어 나타난다.

4.2 결론

   본 작품은 기존 구조대원의 활동 프로세스 중 불

필요한 요소를 음성기반의 응급상황 기록 시스템을 

통해 최소화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

스템을 제했다. 음성과 영상을 통해 응급상황을 병원

등과의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응급환

자의 구조와 사후 처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기존 구급 대원 조끼에 디바이스를 내장하는 

설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도

입할 경우 생기는 비용의 부담을 줄였다. 더불어 기

존 구축된 IT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해당 작품 도입

에 대한 시장성을 확보했다.

    응급 상황에 사용되는 시스템인 만큼 빠른 응답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스템의 Dash Board 및 음성 입력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실제 필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

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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