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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시간적, 공간적, 의료기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 기술과 IT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구
급 활동은 초기에 환자에 대한 1차적인 치료와 안정을 주어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최

소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 의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앱을 개발하였다. 구
급대원은 스마트기기의 구급활동지원 앱을 통해 구급활동 일지를 쉽게 작성하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특히 응급 환자의 정보화 응급 상태 그리고 의료신호를 측정하거나 환부를 촬영할 수 있으며, 이를 원격지 

의료 지도 의사에게 전달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recent years, an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nvergence medical technology and IT technolog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emporal, spatial in the medical technology applications. Emergency care is primarily intended to 
provide primary care and stabilization to the patient, thereby saving the patient's life and minimizing the risk until 
hospital car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application S/W to support emergency service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Paramedics can easily keep a log of emergency activities and monitor the patient's condition in real time with 
this application S/W on smart devices. In particular, medical signals and information emergency status of emergency 
patients can be measured or photographs of affected areas can be taken. In addition, this report can be delivered to 
remote medical doctors for rapid emergency measures and immediate hospit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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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급 활동은 초기에 환자에 대한 1차적인 치료와 안

정을 주어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

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근 시간적, 공간적, 의

료기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 기술과 IT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초

기 대응 시 특정 응급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신속한 의료

조치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도 의사로부터 적절

한 응급조치를 지도받아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으며, 병원단계의 의료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

는 시스템 인프라가 필요하다[1]. 

관련 연구로는 전병준 등은 사용자 맞춤형 응급 관리

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응급 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 측정 기능은 있으나 환자의 고유 정보 전송 기

능은 없기에 비전문가의 응급상황 대처에는 어려움이 

있다[2]. 정필성 등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그룹

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응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상황

을 전파하는 응급환자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응급 상황을 판단했을 때 위치 정보를 제공하

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환자의 사진을 서버로 

전송하면 환자의 정보를 화면에 제공하는 응급 지원 시

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지만 생체신호의 전송이 아닌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한 사진만 제공하기에 현장에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3]. 윤상진 등은 생체 인증 기

반의 스마트 응급구조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폰

의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한 생체 인식을 통하여 환자

를 식별하며 자동으로 비상 상태 장소를 찾아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영상 통신을 통해 담당 의사가 적절한 

응급 처치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제안한 것이다[4].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에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

급대원은 스마트기기에 구급활동 지원 앱을 통해 구급

활동 일지를 쉽게 작성하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하다. 응급 상황시에 작성된 환자 정보와 

측정되거나 촬영된 환부의 내용을 서버와 원격지 의료

지도 의사에게 전달하여 원격 의료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환자가 이송될 응급의료기관의 대응이 신

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Ⅱ. 구급활동 분석 및 서비스 정의

2.1. 구급 활동 분석

일반적으로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은 응급신호 호출 

이후 출동하여 환자에게 응급처지를 진행한 이후에 구

급차에서 환자 이송 중 문진과 검진, 환자 감시 장치 등

을 통하여 구급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문진에 의한 방

법으로는 환자의 기본정보가 기록되며, 환자와 환부의 

상태에 따라 1차적인 응급 처치를 시행하여 이를 기록

으로 남기게 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합한 응급의

료기관에 도착한 후 구급일지의 사본은 당직 의사에게 

전달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출동 종료를 소방본부 전달하

여 다음 출동 대기를 하며, 연이은 출동이 없는 경우에

는 소방 본부로 돌아가 구조구급활동 정보시스템 서버

에 구급일지 입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응급구조 활동

이 현장처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자료 전달, 이후에 

정보시스템 등록 등 기록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

속함과 정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급활동에 지

연과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5, 6]. 따라서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응급구조 활동에 적용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스마트 구급활동 지원 앱을 통해 스마트기기에서 

출동 정보 수신/전달/서버업로드가 간편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구급 활동 서비

스 전 과정 분석과 개발 방법을 표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A development method for emergency activitie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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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definition of emergency activities services.

2.2. 구급 활동 서비스 정의

구급 활동 분석을 통하여 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프

로그램의 서비스를 표 2와 같이 정의하였다.  스마트 구

급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반적인 구급 대원의 활동을 

분석하여 개발 방법을 정의한 다음 실제 자료를 토대로 

구급 서비스를 정의하였다. 구급 활동 서비스에로그인 

한 후에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사에게 전송 또

는 통화하며 인근 병원의 기본 정보와 구급 활동에 대

한 구급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기본 활동에 대한 정의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자 감시 장치와의 

연결 및 데이터 추출을 위한 기능과 외부와의 통화 기

능 및 통신 연결 방식에 따라 3G 또는 WiFi로 제어할 

수 있는 장비의 기능에 대하여 정의되었다.  마지막으

로  출동 정보를 수신하거나 표시가 필요하며, 출동 정

보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가 연동되어야 한다[7, 8].

Ⅲ. 구급 활동 지원 앱 개발

3.1. 앱 UI 정의 및 구조도

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앱은 일선 소방본부에서 사용

하는 구급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구급 

대원의 행동과 활동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1은 

구급대원 지원 앱의 UI 구조도를 나타내었다. 이 앱 UI 

구조도는 로그인화면/메인화면/서브화면/세부화면 크

게 4단계로 구성된다. 메인화면은 출동정보를 쉽게 확

인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서브화면은 구급일지 작

성, 구급일지 조회, 응급원격의료, 병상정보의 4개의 서

비스 메뉴로 나누어진다. 먼저 출동대기상태에서 구급

출동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현재의 구급대원의 상태에 

따라 대기/출동/불가를 선택하게 된다. 출동하게 되는 

경우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응급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정보의 검색 생체 

신호 측정, 환자 또는 환부 촬영 및 전송과 이를 구급일

지에 자동 저장하게 된다. 필요에 다라 병상정보를 검

색하게 하여 긴급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구급 활동 대기시나 활동 종료 이후에 구급활동일

Fig. 1 The UI Structure of paramedic suppor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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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조회하거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앱의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먼저 구급 대원이 이용하는 앱의 외부인 Activity

부분, 네트워크와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연동부

분인 Class Module, 무전기 통신을 담당하는 Broadcast 

Receiver,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능 이용 및 관리와 

제어를 담당하는 Androad H/W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구급 활동 지원 스마트 앱 구현

구급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구현된 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상단은 구급대원의 로그인 과

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쪽은 로그인 상태에서 출동 

또는 대기 상태의 화면과 현재 위치에서 인접한  응급

의료기관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는 응급원

격의료 정보 앱에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한 내용과 

작성된 구급일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담당의사와의 구

급대원 간의 통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과 구급 일지 작성 및 응급 의료기관과의 연

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구급대원은 스마트기기에 구급활동 지

원 앱을 통해 구급일지를 쉽게 작성하고 이를 서버와 

원격지 의료지도 의사에게 전달하여 의료지도 및 병원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응

급의료기관과 구급 활동 간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환경 

구축과 원격의료지도의사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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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1998 부산대학교 의공학협동과정(공학석사)
2005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수료
2005 ~ 현재 ㈜피지오랩 기술이사
※관심분야 : 생체신호처리, 헬스케어

김기련(Gi-Ryon Kim)

1999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2001 부산대학교 의공학협동과정(공학석사)
2005 부산대핚교 의공학협동과정(공학박사)
2005 ~ 현재 ㈜피지오랩 대표이사
※관심분야 : 생체신호처리, 헬스케어

남재현(Jae-Hyun Nam)

1989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사) 
1992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2002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1993~2002  동주대학교 조교수
2002 ~ 현재  신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무선센서네트워크, V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