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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정지의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스마트폰으로 습득할 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심폐소생 자동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AED(자동심장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사용하

여 심폐소생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동영상으로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신체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발

견 및 응급대처 후 인접한 병원에 접근하기 위한 위치정보를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메뉴를 설정하였으며, 부가적으로 화재시 

일반차량들이 소방차의 길을 터주는 안내 동영상도 탑재하여 공익홍보 효과를 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익적인 특성의 국

민 대상 안내, 지침을 App으로 홍보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앞으로 일반적인 상업용 기업의 메뉴얼로 확장 가능하다.

키워드:  스마트폰(Smart Phone), 응급상황(Emergency Situations), 대처방법(Coping Ways)

I. 서론

 2011년 10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2,000만명시대가 도

래되었다. 경제활동인구 2,500만명 중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는 상당한 효과를 불러 일

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응급상황에 대

처하기 위한 방법을 App으로 수행하였다. 신체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법과 화재에 대한 응급처리를 기초로 제작하였으며, 1차적인 

안내 대처가 완료된 경우 치료시설로의 연계를 위하여 병원의 위

치를 메뉴로 제공하여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1]. 본 App은 서울

소방재난본부[2]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II. SNS 정보 관리구현

1. 연구 목적

본 App 연구는 요즘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신체적

인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일반인의 학습용으로 개발되었다. 본 

App은 응급상황은 성인들에 대한 교육App이므로 재난 노출의 위

험도가 높은 어린이용으로 향후 보완되어질 예정이며, 심폐소생술

의 메뉴와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동영상을 배치하였고 병원에 신속

하게 접근하기 위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진료기관의 안내는 서

울을 기점으로 설정하였고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위치정보를 확인

하도록 하였다.

2. 응급 상황 대처 앱 설계

1) 시스템 수행 절차 및 DB 사용

응급 상황 대체 요령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응급처리 대처방법의 자료를 프로그램 화면으로 배치하고 심폐소

생술의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AED기기를 이용하여 심폐소생

술을 진행하는 방법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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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리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정보등록

화재대처 요령 동영상등록

진료기관 위치정보 등록

그림1. 시스템 절차

또한, 화재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요령으로 소방차에 대한 도로

상의 피양방법에 대해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소화기의 사용법을 

동영상 DB로 배치하였다.

III. 실행결과

신체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를 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실행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으며, 심폐소생술메뉴, AED기기 사용법, 안전교

육동영상, 응급실(진료병원)안내를 배치하였다.

1. 스마트폰 실행화면 

1) 개발환경

․ Builder : m-Bizmaker
․ 데스크탑 OS : Windows Vista
․ Smartphone : Galaxy S

스마트폰에 생성된 UI는 다음과 같은 버튼형태로 배포 완료 되

었으며, 터치하여 Main 메뉴화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림2과 같이 

패킹하여 설치한 결과,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생성되었으며, apk
를 수행하기 위한 m-Bizmaker Engine을 수행하면 m-Bizmaker
로 제작된 App들이 확인된다.

   그림2. 아이콘생성 완료 및 m-Bizmaker Engine

2) 메인화면

터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아이콘을 수행하면 아래의 그림3
과 같이 응급상황 발생 대처 방법에 대한 [성인 심폐소생술], 
[AED사용방법], [안전교육], [응급실안내] 메뉴가 나열 되어 있다.

그림3. 응급상황발생 대처방법 App 메인화면

3) 성인 심폐소생술 실행 방법

성인의 폐와 심장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정지 되었을 

경우 소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단계별로 적용할 조치가 화면으로 

제공된다. 

그림4. 심폐소생술 방법1

그림5. 심폐소생술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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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방법은 차후 메뉴로 제공될 예정

이며, 쇼크, 골절, 염좌, 화상에 대한 조치도 메뉴로 추가 할 예정

이다.

4) AED(자동심장제세동기)기 실행 방법

AED기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은 보다 심장박동 재생율이 높

도록 사용되는 기기로 소지하고 있는 인원이 학습할 때 사용한다.
 

그림6. AED 심폐소생술 방법1

  

그림7. AED 심폐소생술 방법2

 

5) 안전교육(동영상)

정지된 안내이미지와 텍스트로는 정확한 현장의 대처법 익히기

에는 한계가 있다. 동영상 정보는 연속된 화면이므로 실전과 같이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복습하기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향후 

DB서버를 통해 다양한 지진, 해일등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연동 

시킬 예정이다. 
 

그림 8. 동영상보기

그림9은 도로상의 구급소방차가 진입시 일반적인 차량이 피양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된 영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모든 건물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일반인을 위해 소화기의 사용

법을 동영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림9. 소방차 길터주기, 소화기 사용법 동영상

 6) 병원응급실의 위치정보

응급상황에 대한 1차적인 응급 대처가 끝났을 경우, 상처의 경

중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메뉴로 서율지역 

강남, 신촌, 잠실에 대한 병원의 위치 정보를 메뉴로 나열하였다.

그림10. 응급실 정보 메뉴 제공

각각의 병원에 대한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병원의 위치정보가 

표시되며, 정보를 확대 시켜 주변정보를 확인한다.

그림 11. 응급실 위치 정보 화면 확인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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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응급실 상세 위치 정보

나열된 화면은 강남, 신촌, 잠실의 응급실 위치정보를 먼저 제

공하였고, 차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IV. 결론

국민 대상의 응급상황에 대처 안내를 전국민 필수 품목인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홍보한다는 취지로 개발된 본 App은 심폐소생술

과 화재에 대한 소화기 취급안내와 응급실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차후 지진, 해일, 홍수, 질병안내 등 모든 국민 안내 매뉴얼로 확장

한다면 더욱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일반 기업에서는 제품

에 대한 매뉴얼을 App으로 구현한다면, 제품에 대한 조작 방법을 

쉽게 전달하여 조작 미숙의 A/S건이 줄어드는 경제효과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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