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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안내함과 동시에 실시간 응급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응급실 진료 효율을 증진시키는 APP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서울시의 응급실 이용 통계 중 야간 시간대와 소아 응급 

진료율이 높다는 것에서 착안, 이를 효율적으로 안내 및 순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연령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

반 응급실 환자와 소아 응급실 환자를 분류하며,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까운 응급실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병

원별 응급실의 실시간 혼잡도 현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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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7년 서울시 통계 기준 소아 응급실환자는254,251명으로, 전체 

응급실환자 717,331명 중 35.4퍼센트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소아 환자는 원인 진단부터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 달라 적절한 처치 

시기를 놓치면 매우 위험하므로 특수인력과 시설이 필요하지만,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환자와 분리해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국 소아전문응급센터는 9곳으로, 전체 응급실의 3.7%수준으로 

부족한 실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안내함과 동시에 실시간 응급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공하여 응급실 진료 효율을 증진시키는 

APP을 제안한다.([1,2])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응급의료정보서비스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시점과 

위치를 기반으로 진료 가능한 병의원, 약국 정보, 달빛어린이병원, 

명절 응급진료 병의원, 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찾기,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CPR 방법), 지역별 민간구급차 검색 등이

다. 그리고 서울 열리데이터 광장에서는 서울시 응급실 위치 정보, 

서울시 응급실 요일별 이용 현황 통계 및 서울시 응급실 이용자 

현황 (자치구 별) 통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3,4,5,6])

2. Expected System Improvement

2.1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의 개선

이 연구에서는 서울 열리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

고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Fig. 1에서 도시하듯이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에서 메뉴 중심보다는 지도 중심으로 접근성 

향상을 시키고, 지도상뿐만 아니라 메뉴상에서도 응급실 혼잡도를 

구분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수월하게 하고자 한다.

Fig. 1. Improved Real-Time Hospital Guidance APP

III. The Proposed Scheme

응급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APP개발을 위하여 Fig. 2에서 도시한 

시스템 Entity-Relation Diagra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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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시스템 Entity-Relation Diagram

응급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출한 대표적인 유용한 

정보로, Fig. 3에서 소아 야간 진료 가능 병원과 Fig. 4에서 실시간 

응급실 혼잡도 분류를 보여준다.

Fig. 3. 소아 야간 진료 가능 병원

Fig. 4. 실시간 응급실 혼잡도 분류

IV. Conclusions

이 논문에서는 응급실 APP개발을 통해 일반, 소아 응급실 이용에 

효율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논해 보았다. 최근 응급실 인원 부족과 

그에 따른 대처 미흡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률은 OECD 2배, 의사 업무량은 

3배 이상인 반면, 수가(총의료비/의료기관이용률, 상대수가)는 

OECD 평균 37%에 그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도 엇비슷하다. 한국 

간호사 수5.6명는 OECD 평균 8.9명 대비 적은 반면,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로 간호사 업무량은 3.5배 이상이며 간호사 수가 역시 

OECD 평균의 36%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소아 응급처치를 전문으

로 하는 의사 또한 부족하다. 인천 모 종합 병원에서 한 초등생이 

수액을 맞다가 사망하는 사건은 소아 응급 전문의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은 응급실 활용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 이로 인해 응급실의 의사 및 간호사의 직무 효율이 조금이나

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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