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연간 심 정지 환자는 그림 1처럼 매년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만명 안팎이며, 점차 그 수
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 밖 심 정지 환자의 성공적
인 소생 예후를 위해선 일반인에 의한 목격자 심
폐소생술(CPR)이 필수적이다. 심 정지 환자를 발견
한 목격자가 CPR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지식, 수행능력과 자신감 부족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교육 부재 등이 있으며 CPR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지식은 CPR 수행의지 및 자신감
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다[1]. 하지만 한국소비자
원에서 남녀 1천여 명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교
육 이수 경험이 있더라도 ‘심 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나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위치’ 등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5.4%의 불과했다. 국내에서의 심 정지 환자의 생
존율은 2.5%로, 목격자에 의한 CPR이 20%∼70% 
정도 수행되어 심 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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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 나라의 연간 심정지 환자는 3만명 안팎이며, 점차 그 수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심
폐소생술 교육과 홍보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왔지만 일반인에 의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비
율은 4.4%로 외국의 20%∼70% 비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CPR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 
목격자의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 증가에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올바른 심정지 
대처요령과 단계별 CPR 가이드라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기획·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In Korea, there are around 30,000 cardiac arrest patients annually. Gradually the number is increasing. Against this 
background, CPR education and publicity programs were expanded nationwide, but the rate of witness CPR by the 
general public was 4.4%,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20%~70% rate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CPR by witnesses who discovered cardiac arrest patients. 
Based on the results, an application planning and development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users with correct 
cardiorespiratory response tips and step-by-step CPR guidelines to help users effectively assist in increasing the rate of 
CPR by general eyewit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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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
조하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보건계열의 일
반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데이터기반 자료를 
활용한 연령별 심 정지 대처 요령을 학습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실제 심 정지 환자 발생 시 사용자
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
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 최종적으로 사용자
에게 CPR에 대한 수행의지 및 자신감을 증대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연구에 대하
여 논하고자 한다. 

그림 1. 우리나라 연간 심 정지 발생 건수

Ⅱ. 전체 시스템 구성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
인을 바탕으로 심 정지 환자의 연령별에 따른 CPR 
대처요령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며,  심 정지 환
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자료를 활용하
여 설계된 단계별 CPR 가이드라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침착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한다.

1) 심 정지 환자 발생 시
긴급 버튼 클릭 시 119로 전화/메시지를 통해 

신고가 들어가며 단계별 CPR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다. 환자의 의식 상태와 심장박동의 여부를 묻는 
음성이 출력되고 사용자는 예/아니오 또는 버튼 선
택으로 다음 상황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심 정지 
상황이라면 반경 1km이내에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알려주고 환자의 연령을 
확인한다. 연령 선택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CPR
을 시작하라는 음성이 출력 된다. 어플리케이션 중
앙에 환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CPR 영상과 카운트 
횟수가 출력 되며, 사용자의 일정한 CPR페이스 유
지를 돕기 위해 CPR 영상에 맞춰 메트로놈(beep) 
알람이 울린다. 또한 사용자는 긴급 버튼 클릭과 
동시에 상단에서 실행되는 타이머를 통해 실시간
으로 경과 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

2) 연령별 CPR 대처요령 학습
사용자는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령별 심정지 

환자에 따른 대처요령을 학습할 수 있다. CPR 학
습 버튼을 클릭하면 소아, 성인, 노인 등의 연령별 
카테고리가 나오며, 연령에 따른 올바른 CPR 방법
을 영상과 텍스트 자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Ⅲ. 어플리케이션 기능별 내용

그림 2는 Heart Saver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을 나타내었다. 

그림 2. Heart Saver 어플리케이션 실행 전개 과정

기능1. 긴급신고
기본 신고방식은 문자로 지정되어 있다. 기본 저

장 된 문자 서식을 이용, Gps를 이용하여 현재 위
치를 조회하여 119에 취합하여 보낸다. 설정 탭에
서 신고방식을 전화나 문자 선택 할 수 있는데, 전
화로 설정하게 되면 안드로이드의 intent를 이용해 
긴급신고 버튼 클릭 시 119로 전화가 가도록 연결
시킨다.  

기능2. 매뉴얼 리딩
심 정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WebServer에 저

장되어있는 심폐소생술 매뉴얼을 AsyncTask를 이용하
여 불러와 동영상을 재생하며 메트로놈을 통해 사용
자의 일정한 CPR페이스를 유지시켜준다. 매뉴얼은 
Google TTS API를 이용하여 리딩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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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3. 뉴톤(음성인식/출력)
다음·카카오에서 제공하는 api 뉴톤을 사용하여 

음성인식을 한다.  음성 인식의 결과 값을 얻어 사
용하기 위해 setSpeechRecognizeListener() 메서드를 
이용하고  stopRecording()이 호출되면 onResults에 
음성인식 값을 저장하여 매뉴얼 리딩에 사용 한다. 

기능4. 타이머
Timer task와 Textbox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상단에 타이머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경과된 시간을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기능5. 제세동기(AED)위치 제공 서비스
공공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국 심장자동심

장충격기조회서비스 api를 이용하여 위치 좌표를 
받아오고  Kakao 지도 Android API를 이용하여 지
도를 구성하면서 전국 심장자동심장충격기조회서비
스.api에서 저장한 위치 좌표를 지도에 표시한다. 
그런 뒤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세동기 
위치를 거리별로 나열한 뒤 가장 가까운 두 곳을 
음성으로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기능6. 서버운영
본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데이터를 담기에 보안

성이 뛰어난 리눅스 기반 아파치 웹서버를 메인 
서버로 구축한다. 안드로이드는 보안상의 이유로 
MySQL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에서 MySQL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PHP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한다[5].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메인 서버를 웹서버를 선택했
다. 또한 빅테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버용량관리 및 빠른 처리를 위해 Data Server를 
따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용량관리를 한다. 매번 
업데이트를 하던 중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백업서버를 구축 한다. 백업은 하루에 한번 씩 
진행되며 긴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제세동기 위
치좌표를 MySQL에 저장한다.

그림 3. 서버구성도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보건계열 일반인들의 CPR에 
대한 수행의지 및 자신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단계
별 CPR 가이드라인과 CPR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기획 및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매년 심 정지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
국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보급과 홍보사업을 확대
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선진국에 비해 심 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본 개발 및 연구는 비보건계열 일반인들에
게 CPR의 대한 올바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
함으로써 목격자의 의한 CPR 수행율을 올리고 심
정지 환자의 저조한 생존율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어플리케이션의 개
발은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사업을 효과적으로 보
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 정지 환자의 생
존율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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