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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    유선국유선국유선국유선국>>>>    

 

본 논문에서는 mobile device를 기반으로 한 응급구조활동 기록 및 생체

계측 monitoring의 computer interface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 기존의 서

면 형식의 응급구조기록은 환자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에서 구급대

원 등의 인력이 그 자리에서 구조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병원 측에 인계하

는 형태의 것이었고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측정한 응급환자의 활력징

후, 또는 의식수준 등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병원 전 단계 처치가 원만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응급구조활동일지에 기

재되는 내용들은 그 항목이 매우 많지만,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환자의 현재 증상 파악과 그러한 증상들이 어느 정도의 중증 도를 보

이고 있느냐를 분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 등의 경우에서 특히 그 중요도가 큰

데, 그 이유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중증도 분류가 한정된 의료자원의 운

용과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이것이 곧 최대 다수 환자의 최적 처

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 복지부, 중앙 응급의료센터, 

소방 방재 청, 대한 응급 의학 회, 대한 응급 구조 사 협회가 공동 주관



 - 2 - 

으로 발간한 응급 구조 사 업무지침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난응급상황과 

일반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외상, 비 외상, 환경 성 외상 환자에 대한 증상 

및 처치법 분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고, 응급의학계에 보

고된 바 있는 중증도 분류 지표들을 연구, 참고 하여 그 결과를 응급구조

기록 application에서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부분을 구현하는데 반영하

였다. 또한 mobile mevice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자의 환부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할 경우 그 영상을 application 구동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는 image viewer와 특정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고, 실제 생체신호 감지 장치와 

mobile device가 interface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vital sign display를 

mobile device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Test하고, 전체application과 통합

시켰다. 이동성이 극대화된 mobile device를 기반으로 하여 응급구조기록

을 관리하고, 응급환자의 vital sign또한 측정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의 응급환자뿐 만 아니라 천재지변, 건축물 붕괴,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증상과 triage를 보다 편리하게 기록 및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의 결과는 앞으로 향후 발전 하는 

Ubiquitous-healthcare 서비스와 연계됨으로써, 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모바일 장치, 응급기록, 중증도, U-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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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기록의응급기록의응급기록의응급기록의 Computer Interface Computer Interface Computer Interface Computer Interface설계설계설계설계    

    

<<<<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    유선국유선국유선국유선국> > > >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의과학과의과학과의과학과의과학과        

한한한한    동동동동    훈훈훈훈        

 

    

ⅠⅠⅠⅠ.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인구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고의 발생률과 심혈관계질환, 뇌졸중, 그 

외의 여러 중증 성인병들의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사망률은 10.6%로 이중 약 50.4%가 예방 가능한 

사망(Preventable Death)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단순한 환자의 이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상태 파악 및 적절한 사전 

조치를 통한 ‘예방 가능한 사망’ 방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의료기관도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있어서,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은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igure1 에서 보듯이 산간지역의 65%, 도서지역의 95% 이상이 1 시간 

이내 이송가능 응급의료센터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듯 중증의 



 - 4 - 

응급환자의 소생 율을 향상시키는 응급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응급환자들의 

효과적인 중증도 분류를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  

 

 

Figure1. 시.군.구 별 응급의료센터까지 평균 소요시간 및 읍.면.동 별 구급차 

소요시간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현저하게 감소 시켜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급한 상태에 처한 국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의 보강뿐 아니라 병원 전 (Pre 

Hospital)단계에서의 정확한 환자의 정보와 상태 파악을 근거로 한 전문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communication system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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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응급구조활동을 할 때에는 응급            

구조활동의 내역과 환자의 상태, 처치 내역, 구조활동 일시, 환자의 

병력사항과 개인정보 등을 기록하는 응급구조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응급구조활동 일지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고, 그 양식에 

구급대원이 수많은 항목들을 일일이 기입하게 되어, 자칫 번거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활동 일지의 항목들 중, 응급환자의 사고 

당시의 증상이나 응급환자에게 구조요원들이 실시한 처치 내역 등은 병원 

전 단계의 응급환자 증상파악과 중증도 분류에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이미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후에야 기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응급구조활동 기록 

서식이 포함하는 contents 들 중에서 가장 critical 한 것들을 mobile 

device 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항상 휴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응급환자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 저장하는 한편, 그 정보들을 원격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참고 사항이 되어 응급환자의 효과적인 처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응급상황의 성격,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 분류, 그리고 진료활동에 필요한 환자의 정보를 획득하여 

원격지로 전송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하 HCI)개념을 접목시킨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application 개발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user 

interface 의 구성과 기존의 응급구조활동 일지 서식의 항목들을 mobile 

device 와 응급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적화 시키는 한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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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와 증상 및 처치법 

파악을 이동성이 높고 상황적 제약이 적은 mobile device 에 적용시키는 

한편, HCI 의 개념을 접목한 응급구조활동 기록 system 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이 system 은 U-health 서비스를 위한 system 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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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관련관련관련관련    기반기반기반기반    이론이론이론이론    및및및및    기술기술기술기술    

본 장에서는 mobile device 기반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기술에 대해서 알아 본다. 

우리가 흔히 PDA 로 알고 있는 mobile device 에 탑재되는 운영체제와 

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application 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가가가. . . . Windows CEWindows CEWindows CEWindows CE    

Microsoft 社가 Handheld PC(HPC)용으로 개발한 운영 체계(OS)로서, 

Microsoft Windows Platform의 축소 버전이다. Windows CE는 32비트의 

다중 작업 및 multi thread 운영 체제(multithreading OS)로,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 Windows 95와 유사하다. 적은 하드웨어 자원으로 동작하는 것

이 특징이다. 최저 150kB의 읽기용 기억 장치(ROM)와 400kB의 RAM이 

있으면 동작한다. 일반적으로 메가바이트(MB)의 ROM과 2MB의 RAM을 

갖추고 하드 디스크는 탑재하지 않는다. Windows CE는 엑셀, 마이크로소

프트 워드, 인터넷 Explorer,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의 축소 버전과 e-

mail 클라이언트를 포함한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 사용된 OS인 Windows 

mobile 5.0 역시 Windows CE 계열이다. 여기서는 Windows CE의 개요

와 그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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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Windows CEWindows CEWindows CEWindows CE의의의의    개요개요개요개요    

Windows CE는 ‘Win32 API를 공유하는 소규모의 ROM 기반으로 작동하

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운영체제’로 정의 될 수 있다. 이것은 Windows 

API의 적용영역을 Windows XP Kernel을 수용할 수 없는 소형 / 

Embedded 장비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Windows CE는 

MS-DOS나 기존의 Windows와 호환되지 않으며 기업 컴퓨팅에 필요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Windows CE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GUI)를 제공하는 소형, 경량의 Multi-Thread 운영체제이다. 

Windows CE의 강점은 작은 크기와 부분적인 Win32 API 호환, 다양한 

Platform 지원에 있다. 또한 Windows CE는 .NET Compact Framework 

개발의 토대가 되었다. .NET Compact Framework는 Mobile 및 

Embedded 장치를 위한 .NET Run-Time으로서 일반 .NET Run-Time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Run-Time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작은 배터리 전

력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소된 Class Library를 제공한다
2
.  

(2) (2) (2) (2) Windows CE ArchitectureWindows CE ArchitectureWindows CE ArchitectureWindows CE Architecture    

Figure2에서 보듯이 Windows CE architecture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Windows CE는 각각의 계층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이루어져있는데, 가장 하위계층인 하드웨어 layer와 그 하드웨어 layer를 

제어하고 구동시키는 OEM layer,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체제의 구동을 담

당하는 operating system layer,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발된 application이 

동작하는 영역인 application layer로 구성된다. operating system layer

의 Core DLL같은 경우, .NET Compact Framework 기반의 application

을 개발할 때 음성 재생 등의 multi media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PInvoke(Platform 호출)방법을 응용할 경우에 이를 지원해주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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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ynamic Link Library)이다
3
.  

 

Figure 2. Windows CE Architecture 

((((가가가가) ) ) ) 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 Layer Layer Layer Layer    

application engineer 가 개발한 application 소프트웨어 (custom 

applications) 및 MS 에서 제공하는 contents 등의 Windows CE 

applications 그리고 application layer 관련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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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Operating Operating Operating Operating SystemSystemSystemSystem Layer Layer Layer Layer    

Windows CE OS가 동작하는 부분으로 Kernel과 OEM layer 상의 OEM 

adaptation layer (OAL)을 통해, OS 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다다다) ) ) ) OEOEOEOEM LayerM LayerM LayerM Layer    

하드웨어 제어 및 동작을 책임지는 영역으로 device booting 을 담당하는 

boot loader, device 상의 주변 장치를 제어하는 device driver, 그리고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OEM adaptation layer 

(OAL)로 구성되어 있다.  

((((라라라라) ) ) )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LayerLayerLayerLayer    

Device 의    하드웨어적인 구성요소들을 통칭한다. 가장 물리적이고도 하위 

개념의 layer라 할 수 있다.  

((((3333) Window) Window) Window) Windows Mobile 5.0s Mobile 5.0s Mobile 5.0s Mobile 5.0    

Windows Mobile 5.0 은 기존의 Windows Mobile 2003 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Windows Mobile 5.0 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들은 사용성과 

성능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점들이다. 사용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화면의 

크기를 지원하며, 성능에 있어서는 CORE 가 CE 5.0 을 채택하였고 영구 

storage 를 사용하도록 되었다. 기존의 Pocket PC 는 전원 방전이 되면 

hard reset 이 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유실되었는데 영구 Storage 

개념으로 ROM 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없앴으며, 



 - 11 - 

이미지 업데이트를 지원하게 되어 혹시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Patch 가 

있으면 일부만 patch 할 수 있다. 기존의 2003 까지의 OS 는 OS 의 전체 

또는 전체에 가까운 상당수를 모두 교체해야 하였으므로 hard reset 을 

감수하고 upgrade 를 하였지만 일부만도 변경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이며, 이러한 upgrade 는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이미지 사진을 지원함으로써 contact 에서 개인의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전화, 

그리고 e-mail 등에서도 등록된 개인의 사진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Outlook Messaging에서 상단의 message block이 색깔이 변화되었는데 

이 message block을 tapping하여 해당 e-mail을 전송한 사람의 이름과 

e-mail 을 즉시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성을 추가하였다. e-mail 

에서의 첨부파일에서도 기존의 e-mail 첨부파일의 제한성과는 달리 e-

mail 의 첨부파일을 직접 열거나 저장하거나 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기능의 확장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Pocket 

Excel 에서도 기존의 Excel 이 데이터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데 비해서 

더욱더 많은 개체들과 그래프를 지원하게 되었다. Pocket 

Explorer 에서의 변화는 표준 스크립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 졌으며, 전체 화면의 지원과 download progress-bar 가 생기게 

되어, 전송 중에 다른 작업을 하다 다시 Explorer 로 복귀하던 다운 받던 

위치부터 이어서 다운받기를 지원한다. 또한 browser 에 표현되는 

이미지를 tapping 하여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멀티미디어 

기능에서 통합된 기능들을 제공하도록 변화되었는데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 플레이어 10 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 다른 

변화는 DRM 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contents 중에서 DRM 을 

사용하는 contents 는 PDA 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DRM 을 지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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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이런 contents 도 직접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USB 2.0 을 

지원하게 되어 보다 빠르게 동기화 할 수 있게 되었다
4
. 

((((4444) ) ) )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와와와와    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의의의의    동기화를동기화를동기화를동기화를    위한위한위한위한 Active Sync Active Sync Active Sync Active Sync    

Active Sync는 PDA의 태생적인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Desk-Top과

의 연결을 설정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PDA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application이다. 현재 Active Sync는 4.5버전까지 

release가 되었고 3.5버전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에 발생하던 USB 

connection 문제가 개선되어 그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5) (5) (5) (5) 음성합성음성합성음성합성음성합성 ( ( ( (Speech SynthesisSpeech SynthesisSpeech SynthesisSpeech Synthesis))))    

음성합성이란 기계적인 장치나 전자회로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자동으로 음성 파형을 생성해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음성합성

에 대한 연구는 다른 음성에 관련 기술들보다 가장 먼저 연구된 기술이다. 

초기의 음성 합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기계적 또는 전자회로를 이용하

여 인간의 발성기관을 simulation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modeling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음성합성 연구에 궁극적인 목표로 남아있

지만, 컴퓨터의 연산속도 및 기억용량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음성합성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인간의 발성기관 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문서처리 기

술을 포함한 문서-음성 변환(TTS: Text-to-Speech) 기술로 확장되었다.  

음성합성에 의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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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별한 주의나 훈련 없이 누구라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l  이동 중이거나 작업 중에도 들을 수 있어서 특별히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l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고 전화기가 그대로 사용 가능하여 경제적

이며 먼 곳에도 손쉽게 전할 수 있다.  

l  종이가 필요 없다.  

음성합성 기술은 실제 응용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제한된 어휘 개수와 구문구조의 문장만을 합성하는 제한 어휘합성 또는 

자동 음성응답 시스템 (ARS : Automatic Response System)과 임의의 문

장을 입력 받음으로써 음성을 합성하는 무제한 어휘합성 또는 문서-음성 

변환(TTS : Text-to-Speech) 시스템이 있다. 문서-음성 변환(TTS) 시

스템은 작은 합성 단위음성과 언어 처리를 이용하여 임의의 문장에 대한 

음성을 생성한다. 언어 처리를 이용하여 입력된 문장을 적당한 합성 단위

의 조합으로 대응시키고, 문장으로부터 적당한 억양과 지속시간을 추출하

여 합성 음의 운율을 결정한다. 언어의 기본 단위인 음소, 음절 등의 조

합에 의해 음성을 합성해 내므로 합성 대상어휘에 제한이 없으며 주로 

TTS(Text-to-Speech) 장치 및 CTS(Context-to-Speech) 장치 등에 

적용된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 개발된 mobile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에서는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자열들을 Desk Top 컴퓨터 상에서 

TT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성을 추출하고, 이것을 wav파일로 생성시켜 

mobile device 기반에서 재생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 14 - 

나나나나....    ....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    

다음으로는 smart device에서 Windows CE계열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application에 필수적인 .NET Compact Framework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1) (1) (1) ....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의의의의    개요개요개요개요        

.NET Compact Framework는 메모리, CPU와 파워에 제약이 있으면서 

배터리 소모를 줄여야 하는 소규모장치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공용 언어 런타임을 새롭게 구현한 것으로 Pocket PC, 휴대폰 등의 리소

스가 제한된 컴퓨팅 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독립

적인 환경이다.  .NET Compact Framework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공용

언어 런타임을 엄격하게 통합하는 재 사용이 가능한 클래스 컬렉션이다. 

응용 프로그램은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기능을 파생한다. 객체 

지향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NET Compact Framework 형식

을 사용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XML 활용,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파

일 I/O 등의 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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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NET Compact Framework의의의의    Class LibrarClass LibrarClass LibrarClass Libraryyyy    

 

Figure 3. ....NET Compact Framework의 Class Library 

Figure 3은  .NET Compact Framework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라

이브러리를 기능별로 보여 주고 있다. .NET Compact Framework Class 

Library에는 .NET Framework의 Class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Class를 갖고 있다. 따라서 .NET Framework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NET Framework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

되는 대다수의 Class 들과 기본 Class 전부가 들어있다. .NET 

Framework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NET Compact Framework 본연

의 실질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할 수 있다. .NET Compact 

Framework Class Library 의 기본 lay out은 .NET Framework와 비슷

하다. 하지만 .NET Compact Framework는 단말장치에서 Web serv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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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NET Compact Framework 

application에서 COM 개체를 직접 사용할 수 없게 한다.     

(3) (3) (3) (3) ....NET Compact Framework NET Compact Framework NET Compact Framework NET Compact Framework 와와와와    ....NET FrameworkNET FrameworkNET FrameworkNET Framework와의와의와의와의    주요주요주요주요    차이점차이점차이점차이점    

.NET Compact Framework는 .NET Framework의 일부분과 호환된다. 

Class 들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Figure4와 같이 .NET 

Compact Framework에서 제외된다.  

((((가가가가) ) ) ) DeskDeskDeskDesk Top  Top  Top  Top 버전에서만버전에서만버전에서만버전에서만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ClassClassClassClass    인인인인    경우경우경우경우    

Desk Top 버전에서만 필요하고 Windows CE 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Windows System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예를 들어서 

ASP .NET Class 는 운영체제 서비스의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가 필요하므로 .NET Compact Framework에서는 제외된다.  

((((나나나나) ) ) ) 단말단말단말단말    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    필요필요필요필요    없는없는없는없는    기능을기능을기능을기능을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경우경우경우경우    

단말 application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예

로, 인쇄기능) 하지만 .NET Compact Framework Class Library 에서의 

이들 기능들은 현재 구현 중에 있다. 

((((다다다다) ) ) ) 구현하기에구현하기에구현하기에구현하기에 volume volume volume volume이이이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크거나크거나크거나크거나    연산이연산이연산이연산이    많은많은많은많은    경경경경우우우우        

개발자가 구현하기에 크기가 너무 크거나 연산이 너무 많고, 대체할 방법

이 존재하므로 제외된다. .NET Compact Framework의 설계 목표는, 가

능하면 크기를 작게 하고, CPU의 작업을 최소로 하여 battery를 절약하

는 것이다. 따라서 .NET Compact Framework는 Remoting이나 X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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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언어(XPath) 및 XSLT(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등의 기능은 제외시킨다
5
.  

 

Figure 4. ....NET Compact Framework에서 제외된 .NET Framework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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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응급구조응급구조응급구조응급구조    관련관련관련관련    기반기반기반기반    이론이론이론이론    

 

가가가가. . . . 응급환자응급환자응급환자응급환자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Triage) (Triage) (Triage) (Triage) 분류분류분류분류    

응급 환자가 다른 일반 환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당하거나 주요 장기의 영구적 기능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

자가 최단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응급 환자에 대해서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적인 기능들 중에 

포함되는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전 처치(Pre-hospital care)와 

중증도 분류는 교육, 그리고 인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병원 전 처치 중 가장 기본적인 환자 이송 기능만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환자의 질환 또는 부상 정도와 그것을 근거로 한 중증 도를 

판단하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본래의 환자 이송원칙

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비 응급 환자들이 응급의료체계를 통하여 3차 의료기

관의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이들 응급의료센터의 혼잡도를 가중시키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진료의 만

족도 또한 낮아지고 있다
6
.  

그러므로 경증의 응급환자는 가장 가까운 인근 중.소 병원으로 이송되며, 

중증의 응급환자는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증도 분류는(triage)는 응급의료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응급요원(응급 구조 

사, 구급요원)들은 응급의료에 대한 임상적 경험이나 학문적인 지식이 충

분하지 않으므로 응급환자의 중증 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응급요원들이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류할 수 있

도록 중증도 분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외상환자의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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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mobile device 기반의 

응급구조기록 system의 중증도 분류 부분 구현을 위하여 참고한 응급의

학계에 보고 된 바 있는 중증도 분류 지표는 Table1.과 같다
7
.  

 

 

                    Table1. 중증도 분류지표 

 

나나나나. . . . 응급구조기록응급구조기록응급구조기록응급구조기록    

 

응급구조기록은 응급 구조 사가 현장, 또는 이송 중에 응급환자에게 제공

하는 긴급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표준적

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응급의료가 시작되는 병원 

전 단계의 관련 정보, 활동내용 등은 문서로 남겨져 환자 개개인에 대한 

응급진료뿐 아니라 응급의료체계를 향상시키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45조에서는 의료

기관의 장이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해당 응급의료정보 센터로 제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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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전 이송 기록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와 '구급 대 및 구조

대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의 2가지 상이한 양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19 구급 대는 '구급 대 및 구조대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라 구급활동일지 2부를 기록하

여 1부는 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구급대원의 소속 소방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민간 이송업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라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3부 작성하여 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받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

부는 이송비용 및 처치비용 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하

고 있다
8
. Figure5는 구급활동일지의 양식이다. 여기서 보듯이 구급활동

일지에는 구급출동 내역과 환자의 인적 사항 정보만 해도 기재해야 할 내

용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실제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Pre-Hospital 

Care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내용은 

응급상황의 종류, 환자의 증상, 환자의 중증 도이다.   



 - 21 - 

 

Figure5. 구급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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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3.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3.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3.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와 상황적 특이성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사용자 

음성 안내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적용하고자 했던 HCI 개념과 이것에 입

각한 개발 단계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Figure6. HCI와 연계된 분야들                      

 

HCI의 기본 개념들은 XEROX 社에서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컴퓨

터system을 개발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점차 전문화, 세분화하였다. 

초기에는 CRT스크린 설계 등 하드웨어적인 연구를 주로 하였으나 최근

에는 인간의 정보처리 및 인지과정, 사회심리 등을 연구하여(Figure6.) 

쓰기 쉽고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뛰어난 컴퓨터system을 디자인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둔다. 사용자 중심의 system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들의 가치기준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작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HC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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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system을 보다 사용하

기 쉽고(usability), 안전하고(safety), 기능적으로(functionality)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에 적용되었던 HCI 개념에 입각한 개발 과정은 일반적으

로 다음의 7단계로 나뉜다
9
. 

    

가가가가. . .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분석분석분석분석    

 

개발하고자 하는 system의 사용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개발에서 지향해야 할 특징들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의 주된 사용자로 예상되는 응

급상황에서의 구조요원들이 전혀 생소한 상태로 application을 사용할 것

이라는 특징적 가정을 설정하였다.  

  

나나나나. . . . 과업분석과업분석과업분석과업분석    

 

사용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

내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 구조요원들에 의한 응급구조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다다다다. . . . 맥락맥락맥락맥락    분석분석분석분석    

 

사용자들이 system을 이용하는 환경을 특징 지울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

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구하는 단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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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라라라라. Metaphor . Metaphor . Metaphor . Metaphor 설계설계설계설계    

 

다른 대상을 통해 특정 대상을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행위로 system의 큰 

그림을 그려 줄 수 있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의 결과를 통해 system의 

구조 및 표현 방식의 기조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 

application 의 전체적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flow chart로 작

성했던 것에 해당한다. 

    

마마마마. . . . 정보정보정보정보    설계설계설계설계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구성함으로

써, 그 정보의 의미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 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system의 구성과 system이 포함하는 데이터들의 충실 성이 절충되는 단

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 구조 사 업무지침에 수록된 외상, 

비 외상, 환경 성 외상 환자들의 주된 증상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법, 

그리고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설정한 것에 해당된다. 

 

바바바바. . . . 상호상호상호상호    작용작용작용작용    설계설계설계설계    

    

상호작용이란 사용자가 system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든 것을 의미 하

며, 이를 설계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또는 목적

에 맞게 찾을 수 있게 system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개발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실제 응급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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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개발과 수정을 수행했던 과정에 해당한다.     

    

사사사사. Interface . Interface . Interface . Interface 설계설계설계설계    

    

interface란 사람이 접촉하는 컴퓨터 system의 입력과 출력 장치 및 그 

장치를 통해 표현되는 정보나 기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interface 설계는 

컴퓨터의 입출력 장치를 통해 정보나 기능의 표현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의 사용을 통해 선택된 데

이터들을 저장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설계, 구현했던 과정에 해당한다.     

 

4444. . . . 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        

system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여기서는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개발과 관련한 mobile device 의 

하드웨어적인 간단한 특징들을 기술 하였다. 

(1)(1)(1)(1)    Windows Mobile 5.0 Windows Mobile 5.0 Windows Mobile 5.0 Windows Mobile 5.0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PDA  PDA  PDA  PDA (BM(BM(BM(BM----500)500)500)500)    

본 논문에서 개발된 mobile device 기반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은 

Windows Mobile 5.0을 운영체제로 하는 Bluebird soft 社의 BM-500 

PDA를 기반으로 하여 테스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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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BMBMBMBM----500 PDA 500 PDA 500 PDA 500 PDA 사양사양사양사양    

CPU : Intel PXA270 520MHz 

RAM : 64MB 

ROM : 512MB 

OS : Windows Mobile 5.0 Phone Edition 

Camera : 1.3M Pixel 

Wireless LAN : WiFi : 802.11b/g 

Bluetooth : 1.2 Class2 (WM profile) 

Slot : Mini-SD 지원   

DMB : T-DMB (지상파) 

LCD : 2.8” QVGA 26M Color Transflective 

Size : 120*59.7*14.9(mm) 

USB : Client 1.1 

Battery : 착탈식 Li-ion 1500mmAh 

Operation Temperature : 4° to 122° F/-20° to 50°C 

RFID : RFID (수동형 TAG) : 13.56MHz RFID 

기타 : IrDA Port, 24Pi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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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2) BM(2) BM(2) BM----500 PDA500 PDA500 PDA500 PDA에에에에    사용된사용된사용된사용된 CPU CPU CPU CPU    

본 논문의 연구개발에서 테스트 환경으로 사용된 BM-500 PDA는 Intel 

PXA270 프로세서를 CPU로 채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Intel 

PXA270 프로세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가가가) ) ) ) Intel PXA270Intel PXA270Intel PXA270Intel PXA270의의의의    특징특징특징특징    

'Bulverde'라는 코드명으로 개발된 Intel PXA 270 프로세서에는 휴대전화 

및 PDA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

술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프로세서는 다양한 형태의 무선 broadband 접

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 full-motion 화상회의 기능을 구현하

고 PDA에서 DVD급 화질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다. 이 프로세서에는 

멀티미디어 수행능력, 저전력, 보안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312MHz에서 624MHz까지의 clock 속도와 최대 64MB까지의 적

층 인텔 Strata Flash memory를 제공한다. 

((((나나나나) ) ) ) Intel PXA270Intel PXA270Intel PXA270Intel PXA270    프로세서프로세서프로세서프로세서    개요개요개요개요    

Intel PXA270 프로세서는 Handheld 및 범용 기기에 적합한 저전력, 고

성능의 프로세서이며 다양한 peripheral이 통합된 Intel® XscaleTM 

Micro Architecture의 System-On-Chip 마이크로 프로세서이다. 

PXA270프로세서는 32-bit memory data bus와 peripheral들이 통합된 

23X23mm 크기의 256-pin PBGA 패키지로 되어있다. 프로세서의 

memory interface는 다양한 타입의 memory를 지원하며 800*600 pixel

의 1,2,4,8-bit gray scale과 8,16,18-bit의 color pixel display를 지원한

다
10 

. (Figur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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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tel PXA 270 의 block diagram  

    

나나나나. . .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본 논문에서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개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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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MMMMicrosoft Visual Studio 2005icrosoft Visual Studio 2005icrosoft Visual Studio 2005icrosoft Visual Studio 2005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개발 tool은 Visual Studio 2005를 사용하였다. 

Visual Studio 2005 는 C, C++, C#, J#, Basic 등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일종의 패키지 형태를 띠는 소프트웨어 

개발 toolkit 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프로그램은 Visual Studio 

2005 에서 지원하는 smart 장치 application 용 C#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2) (2) (2) (2) 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 3.5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 3.5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 3.5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 3.5    

Visual Studio 2005 에서 smart 장치 application 용 C#언어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은 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 SDK 를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다. 현재 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 

3.5 버전은 베타 버전으로서 기존의 2.0 까지의 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보다 지원하는 Class Library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NET 

Compact Framework 2.0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였지만, 개발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NET Compact Framework 3.5 에서 지원하는 Class 

Library를 사용하였다.  

    

 

 

 

 

 



 - 30 - 

ⅢⅢⅢⅢ.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전체전체전체전체    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    구현구현구현구현    및및및및    개발개발개발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체 application은 일반 응급상황과 재난 성 응급상

황에서의 응급환자와 구급활동에 관련된 기본정보와 사고의 형태, 재난 

성 응급상황 여부, 응급환자의 의식수준과 활력징후, 증상과 처치내역, 중

증도 분류 결과를 기록하는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과 mobile device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응급환자의 환부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patient image viewer, 특정지역의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는 

application으로 이루어져있다.  

    

가가가가. . . . 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응급구조응급구조응급구조응급구조    기록기록기록기록    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    개발개발개발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의 입장이다. 이것은 HCI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contents들과 control들

의 적절한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11

. Desk Top 환경에서 구동되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contents들과 control들의 배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isplay공간이 절대적으로 제한된 mobile 

device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는 환자의 증상,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처치내역의 3가지 메뉴를 초기 화면에 배치하였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

을 시켜본 결과(응급상황이라는 가정하에) Figure8에서 보는 것과 같이 

application 실행 초기 화면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메뉴를 선택하게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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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신속하게 application 사용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Figure8. 개선 전의 초기화면              Figure9. 개선 후의 초기화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택한 방법은 application 실행 초기의 접근경로를 

단일화 하는 것이었고, Figure9처럼 단일화된 접근경로의 면적을 크게 한 

결과, application의 시작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mobile device에서 여러 개의 기능들을 사용자가 보기에 지리멸렬하지 

않게 적절히 포함하려면 Desk Top 환경에서는 Tray Icon에 해당하는 

Tool Bar Button Control이 매우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application 에는 응급구조기록 말고도 몇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 Tool 

Bar Button Control을 이용하여 Figure10에서 보듯이 실행 화면 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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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 Tool Bar Button 

단에 배치한 icon들의 수만큼의 기능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추가할 

수 있었다.  Figure9는 사용자의 최초 접근 성을 고려한 초기화면이다. 

    

(1)(1)(1)(1) 응급환자응급환자응급환자응급환자    및및및및    구급활동관련구급활동관련구급활동관련구급활동관련    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    기록기록기록기록    및및및및    저저저저장장장장    

            

Figure11. 응급활동의 기본정보    기록            Figure12. 구급활동의 실시간 정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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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되고 있는 구급활동 일지에는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신고 자에 

대한 신상정보까지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병원 전 단

계에서 신속하게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 현장

에서 모든 것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우선적

으로 기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신원 

정보는 성명과 성별, 그리고 환자 번호 항목들을 채택하였으며 간단하게 

특정 병력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장으로의 출동과 

환자를 이송하여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동선을 4단계로 분할하여 

Figure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동시간, 현장도착, 현장 출발, 병원 도착

의 버튼들을 클릭하는 순간의 시간 값이 Figure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mobile device에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Figure13에

서 보듯이 버튼 클릭 이벤트 함수 내에서 DateTime이라는 구조체를 선

언하고 그 구조체 내의 Now라는 속성을 참조하여 system의 실 시간 값

을 얻어오는 원리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Figure13. DateTime구조체의 Now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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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사고현장사고현장사고현장사고현장    파악파악파악파악    및및및및    응급상황응급상황응급상황응급상황    양상양상양상양상    구분구분구분구분    

        

Figure14. 일반응급의 사고형태 분류     Figure15. 재난상황의 사고형태 분류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응급구조요원들은 응급상황의 원인이 되는 사고

가 어떠한 경위의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응급상황이 일상적인 일반응급상

황인지(Figure14.), 아니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성 집단 사상인

지(Figure15.)를 분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응급과 재난 성 응급

의 분류기준을 사상자 수가 20명 이상여부로 활용하였다. (연세대학교 응

급의학과의 자문을 근거로 함.) 본 논문에서 개발된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에서는 사상자 수가 20명 미만일 경우엔 일반응급, 20명 이상

일 경우엔 재난 성 응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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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응급환자의응급환자의응급환자의응급환자의    의식수준과의식수준과의식수준과의식수준과    활력징후활력징후활력징후활력징후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기록기록기록기록    

일반 응급상황에서는 A.V.P.U 법에 근거한 의식 수준 분류 및 수축 기 

혈압, 맥박 수, 호흡 수의 측정 결과가 중증도 분류의 척도가 된다.  

    

Figure16. 의식수준 및 활력징후 결과 기록    

A.V.P.U에서 A는 비 응급, V는 응급, P는 긴급, U는 사망으로 간주하되, 

혈압, 맥박, 호흡의 활력징후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일반응급

환자의 정보를 저장할 때 중증도가 분류되어 파일에 기록되게 된다. 

Figure16은 응급환자의 의식수준 및 활력징후 측정 결과를 기록하는 과

정이다.    

((((4444) ) ) ) 외상외상외상외상    여부여부여부여부    판단판단판단판단    및및및및    증상과증상과증상과증상과    처치처치처치처치내역내역내역내역    기록기록기록기록    

의식수준과 활력징후의 측정 결과가 기록된 다음엔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증상에 대해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처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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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가가가) ) ) ) 일반일반일반일반    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    외상여부외상여부외상여부외상여부    판단판단판단판단    및및및및    증상과증상과증상과증상과    처치내역처치내역처치내역처치내역    기록기록기록기록    

            

Figure17. 외상 증상 및 처치법 기록   Figure18. 비 외상 증상 및 처치법 기록    

            

Figure19. 환경 성 외상 기록               Figure20. 응급처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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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7-19에서 보듯이 응급환자가 보이는 증상들은 크게 외상, 비 외

상, 환 경성 외상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경우마다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다. 이런 경우 포함해야 할 contents들의 수는 매우 많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TreeView control과 Tab control이라는 기법을 적용함으

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우에서의 선택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과

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TreeView control은 여러 개의 항목들을 일

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항목이 몇 개의 하위 항목을 가질 

경우 임의대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다. 그리고 Tab 

control은 한정된 하나의 좁은 화면을 Tab으로 분할함으로써 제한된 

display 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Tab 또한 유동적

으로 그 개수를 조절해 가며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Figure20은 응급

환자에게 처치한 내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나나나나) ) ) ) 재난재난재난재난    성성성성    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    증상증상증상증상, , , , 진단진단진단진단    명명명명    및및및및    처치내역처치내역처치내역처치내역    기록기록기록기록    

재난 성 응급상황에서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따라서 신속한 환자의 증상 파악과 중증도 분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재난 응급상황에서는 응급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외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 분류 항목에 외상 위주로 되어있는 감이 없지 않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재난상황에서의 비 외상 증상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자문과 검토 하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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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1. 재난상황에서의 환자 주 증상 파악 

Figure21은 재난 성 응급상황에서 다수의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

어올 때 응급환자 개개인이 소지하게 되는 응급환자 분류 Tag에서 주 증

상을 파악하는 부분이다. 10개의 선택지로 나뉘어진 증상들 중 응급환자

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을 파악하고 밑에는 간단한 진단명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Figure22는 Figure21에서 보이는 주 증상의 항목들을 참고하

여 구현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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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2. 재난 성 환자의 증상과 진단명 기록    

이 부분에서는 응급환자들에게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를 고려하여, 다중 선택이 가능한 Check Box Contro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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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일반응급상황에서의일반응급상황에서의일반응급상황에서의일반응급상황에서의    뇌졸중뇌졸중뇌졸중뇌졸중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Figure23. 응급환자의 뇌졸중 테스트    

일반응급환자가 비 외상 환자이고, 또 그 환자가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또는 혼수 상태의 증상을 보일 경우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을 통해 

뇌졸중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뇌졸중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

서 참고한 테스트 기법은 ‘Cincinnati Stroke Test’이다. Figure23은 이러

한 ‘Cincinnati Stroke Test’의 방법을 적용하여 구현한 부분이다. 

Cincinnati Stroke Test는 환자에게 다음의 Table2와 같은 간단한 테스

트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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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방식 

 

Test를 통해 나타나는 이상징후 

 

안면마비 

 

환자에게 이를 보이게 하거

나 웃게 한다.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다 

 

 

사지마비 

 

환자에게 눈을 감고, 10초간 

팔을 펴고 있게 한다.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

임이 둔하다. 

 

언어장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

고 말하게 한다. 

 

말을 더듬거나,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말을 할 수가 없다. 

                      Table2. Cincinnati Stroke Test 

이와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응급환자에게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징

후라도 나타날 경우엔 뇌졸중일 가능성이 72%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상과 같은 테스트는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기에 

Figure23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뇌졸중 테스트 설명’ 이라는 버튼을 클

릭하면 Cincinnati Stroke Test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6666) ) ) )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분류분류분류분류    체계체계체계체계    설정설정설정설정    

본 논문에서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에서는 A.V.P.U 분류법에 근거한 

의식수준 측정과 호흡, 맥박, 혈압의 활력징후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응급상황과 재난응급상황에서의 중증 도를 분류하였다.  

    



 - 42 - 

((((가가가가) ) ) ) 일반일반일반일반    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분류분류분류분류    

일반응급상황에서는 A.V.P.U 의 의식수준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환자의 

증 도를 다음의 Table3과 같이 분류하였다. U (반응 없음)의 경우 중증 

도를 사망으로 분류하였지만, 연세대학교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

한 결과 긴급으로 분류하였다.  

A (의식명료) Non-Emergent 

V (소리에 반응) Emergent 

P (통증에 반응) Urgent 

U (반응 없음) Urgent 

Table3.    A.V.P.U 의 의식수준 분류 결과에 따른 중증도 분류    

한편 호흡, 혈압, 맥박의 활력징후 측정 결과를 통한 중증도 분류는 다음

의 Table4와 같을 경우 Emergency로 분류하였다.  

 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맥박 분당 100 이상, 60미만 

호흡 분당 20회 이상 

 Table4.    활력징후 측정 결과에 따른 중증도 분류    

((((나나나나) ) ) ) 재난재난재난재난    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응급상황에서의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분류분류분류분류    

재난 응급상황에서의 중증도 분류는 다수의 사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가망이 없는 환자와 긴급한 처치를 통해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분류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증도 

분류 본연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 경우 중증도가 분류된 응급 환자들은 Figure24에서 보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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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Tag을 패용하고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게 된다. 환자정보는 보통 응

급환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대체한다. 그리고 응급환자의 주된 증상

과 그 증상들을 토대로 개략적인 진단을 적게 되어있으며 중증도 상태와 

이송, 귀가 여부를 결정하여 기재한다. 마지막의 이송기록 부분은 스티커 

형태로 되어있다.     

    

              Figure24. 응급환자 분류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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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5는 Figure24의 응급환자 분류 Tag의 처치결과와 이송기록 부분

의 양식을 바탕으로 구현한 모습이다.        

    

Figure25. 재난 성 환자의 이송여부 결정 및 중증도 판정    

 

Table5 . 중증도 분류표 (중앙응급의료센터)    

Table5.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시하는 중증도 분류 기준을 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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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지연환자(delayed)를 Deceased로 분류한 미국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7) (7) (7) (7) 응급환자응급환자응급환자응급환자    관련관련관련관련    데이터의데이터의데이터의데이터의    저장저장저장저장    및및및및    열람열람열람열람        

            

Figure26. 응급환자 기록 저장           Figure27. 저장된 응급기록 파일 목록    

응급구조기록 과정을 거치면서 선택한 응급환자 관련 데이터들은 최종 단

계에서 mobile device에 저장을 하게 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Figure26과 같은 화면이 뜨면서 데이터가 저장될 파일의 이름과, 저장될 

위치, 저장될 파일의 형식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지

정된 directory로 저장이 된다. Figure27은 응급환자관련 데이터 파일들

이 저장되어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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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8. 일반 응급환자기록 내용          Figure29. 응급구조기록 파일 전송    

저장된 파일들 중 열람하고자 하는 파일의 목록을 지정하여 클릭하면 저

장된 파일의 내용들을 볼 수 있다.  

Figure28은 일반응급환자의 기록과 재난 성 응급환자의 기록 내용을 열

람한 화면이다.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데

이터들이 순차적으로 파일에 기록되어있다. 이 데이터 파일들의 파일 형

식은 Pocket PC라는 mobile device에 최적화된 Microsoft Word 파일이

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esk-Top 환경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word 파일과는 조금 다르다. mobile device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들을 

Desk-Top 컴퓨터에서 조회하려면 WordPad(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매

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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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9는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을 통해 개발된 application을 이용

하여 저장된 파일을 원격지에 위치한 Desk Top으로 전송하는 모습이다.     

나나나나. . . . 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환자환자환자환자 Image Viewer  Image Viewer  Image Viewer  Image Viewer 개발개발개발개발    

            

Figure30. Viewer 초기화면      Figure31. Directory에서의 Image 탐색    

원격지 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할 경우 응급환자의 환부를 촬영한 영

상은 의료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요즘 출시되는 

mobile device들은 대개가 내장형 camera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mobile device에 내장된 camera는 매우 유용한 응급환자의 영상정보 획

득 수단이 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ET Compact 

Framework를 기반으로 application을 개발할 경우에는 .NET 

Framework에 비해 지원되는 Class Library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ET Framework를 기반으로 image viewer를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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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는 조금 변칙적인 coding 방법을 적용해야 했다. .NET 

Framework와 .NET Compact Framework의 경우 모두, 특정 directory

에 존재하는 영상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OpenFileDialog()를 이용하고 

불러온 영상을 특정한 display영역에 그려주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차이

가 나는 부분은 directory에서 불러온 영상 파일을 display 영역에 어떠

한 방식으로 그려주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NET Framework 기

반으로 coding할 경우에는 display 영역을 Picturebox1이라고 할 때 다

음의 Figure32와 같은 구문으로 coding을 한다
12

.  

 

Figure32. ....NET Framework에서의 Image Display 

하지만 .NET Compact Framework에서의 Image Class는 FromFile()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application 개발에서 적용한 대안으로서

의 coding 기법은 Figure33과 같다. 

 Figure33. ....NET Compact Framework에서의 Image Display 

Figure33은 Bitmap Class내부에 bmp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에 

directory에서 읽어온 영상 파일명을 인자로 하는 new Bitmap함수의 반

환 값을 할당한 다음 bmp변수가 갖게 된 값을 다시 

this.pictureBox1.Image에 전달하여 그 결과를 Show() 함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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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Show() 함수가 display 하는 결과는 

Figure33에서의 picturebox1에 그려지게 된다. 

            

Figure34. 외상 환자의 환부 영상 조회  Figure35. 화상 환자의 환부 영상 조회     

            

Figure36. 개에 물린 환자 영상       Figure37. 찰과상 환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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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0-31, 34-37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개발한 image viewer로 환

자의 환부 영상을 directory로부터 불러와서 조회하는 과정이다.    

다다다다. . . . 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병원병원병원병원    위치위치위치위치    및및및및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검색검색검색검색    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    개발개발개발개발    

여기서는 mobile device에서 지도를 기반으로 병원의 연락처를 검색하는 

application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Figure38. 병원 연락처 검색 초기화면      Figure39. 구(區) 별 지역선택 화면     

application 맨 하단에 있는 Tool Bar 버튼들 중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Figure38과 같은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도 위의 적십

자 모양의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Figure39와 

같이 구 별로 나뉜 해당 지역의 하위 지도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게 되면 Figure40-41과 같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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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락처를 볼 수 있다.     

            

Figure40. 병원 연락처 검색결과1         Figure41. 병원 연락처 검색결과2    

    

라라라라. . . . 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Mobile Device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Vital Sign Display  Vital Sign Display  Vital Sign Display  Vital Sign Display     

mobile device에서의 vital sign display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자감시장치나 Desk Top 컴퓨터에서의 그것보다는 system resource의 

측면에서 볼 때 성능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mobile device

의 화면은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multi channel display가 필수적이

다. 여기서는 mobile device가 응급환자의 실제 생체신호 감지 장치와 연

동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pulse가 mobile device에서 어떤 형태로 

display되며 display의 quality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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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화면에 display될 pulse들은 code영역에서 일정 구간을 배열로 설정, 선

언하고 그 배열들의 원소들은 display될 vital sign의 좌표의 역할을 하도

록 설계되었다. Figure42는 생체신호 파형을 display하기 위한 배열의 선

언 부분이다.  

 

Figure42. 생체신호 Pulse Display를 위한 좌표 배열 선언 부분 

이렇게 선언된 배열들에 원소로 포함된 좌표들은 하나의 단위처럼 인식되

어 Timer_Tick()를 통해 아주 짧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반복적이고 지

속적인 display를 하게 된다. Figure43은 Timer_Tick() 함수의 구현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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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43. Timer_Tick함수를 통한 배열 좌표의 연속적 Display 

Timer_Tick()함수에서는 Figure42에서 선언된 생체신호 좌표 배열들이 

설정된 좌표대로 pulse display된다.    

    

Figure44. Vital Sig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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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4.에 보이는 것처럼 4개의 pulse를 mobile device에 display하고 

우측에는 환자의 생리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도

록 구성하였다. 우측에 위치한 데이터들은 추후 mobile device에 실시간

으로 들어오는 vital sign관련 데이터들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도록 

개발될 것이다. 

mobile device에서 실제로 vital sign을 monitoring하려면 vital sign 

signal을 mobile device로 받아들이는 경로와 생체신호의 규격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생체신호 추출 장치와 mobile device와의 연결이 cable을 

이용한 유선 연결일 경우 mobile device에서 흔히 충전용 단자로 쓰이는 

24pin Data I/O port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선 연결일 경우에

는 Zig-Bee나 Bluetooth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이용하여 전송되

는 생체신호를 mobile device에 장착된(혹은 연결된)무선 수신 장치로 받

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mobile device에 들어오는 

생체신호는 유선과 무선이라는 경로의 차이가 있지만 유, 무선의 경우 모

두 일정한 크기의 buffer에 저장된 생체신호 Data Field가 연속적으로 

Graphic함수(C#의 경우 g.DrawLine())에 의해 Pulse로 그려지는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mobile device에서 임상적으로 보다 신빙성 있는 vital 

sign 모니터링이 가능 하려면 Figure45.와 같은 실제 환자 감시 장치에

서 display 되고 있는 vital sign의 표준 규격을 숙지하고 이를 mobile 

device환경에 적합하게 modeling 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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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5. ECG 신호 기록지 표준  

    

마마마마. . . . Mobile Emergency Record Mobile Emergency Record Mobile Emergency Record Mobile Emergency Record ApplApplApplApplicationicationicationication과과과과    연계된연계된연계된연계된    음성음성음성음성 Interface  Interface  Interface  Interface 개발개발개발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한 mobile device기반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에서

는 실제로 application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음성 interface

를 추가로 설계,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application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항목을 선택하거나 저장할 때의 단계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

이 그것인데,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한 coding 기법에는 실제 

Project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Involve되지 않는) code로 작성된 DLL파

일 내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Platform 호출 방법이 사용되었

다. .NET Framework에서는 지원하지만 .NET Compact Framework에서

는 지원하지 않는 media Class를 대신할 대안으로 사용된 이 방법에 대

해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개발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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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 ) Platform InvokePlatform InvokePlatform InvokePlatform Invoke    

.NET Compact Framework에서는 native code로 실행되는 resource 를 

사용하기 위해서 Platform 호출(P/Invoke) 서비스를 지원한다. Platform 

호출 서비스는 관리되는 code에서 관리되지 않은 code로 작성된 DLL안

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이다. 실제 C#에서 P/Invoke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System.Runtime.InteropService name space

에 있는 DllImportAttribute Class를 이용해서 작성한다.  

[System.RunTime.InteropServices.DllImportAttribute(“coredll.dll”)] 

위의 code에서 보는 바와 같이 DllImportAttribute를 이용해서 관리되지 

않은 code로 작성된 DLL을 선언하는데 DllImportAttribute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Field는 Table6과 같다
13

.  

 

CallingConvention 

DLL의 공개된 함수의 호출 규칙을 나타낸

다. 기본값은 WinAPI이다. Windows CE환경

의 경우는 _cdecl이다. 

 

CharSet 

문자열의 Parameter를 method로 

marshalling 하는 방법을 지정한다. .NET 

Compact Framework에서는 기본적으로 

CharSet.Unicode로 marshalling 한다. 

 

 

EntryPoint 

호출하고자 하는 DLL안에 함수의 이름이 관

리되는 code의 Key word 또는 다른 

method의 이름과 혼동될 때 DLL의 공개된 

함수 이름을 EntryPoint 속성에 지정하고 

호출하는 함수이름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이

름으로 선언한다.  

 

extern static int test(); 

실제 DLL에 공개된 함수의 이름은 

TestFunction이고 실제 관리된 code에서 



 - 57 - 

TestFunction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test()라는 method를 호출하는 구조이다.  

 

 

SetLastError 

SetLastError 옵션을 지정하면 

Marshal.GetLastWin32Error method를 통

해서 P/Invoke시에 Error의 발생여부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C# code에서 이 옵션

을 사용하지 않으면 False로 setting된다.  

Table6. DllImportAttribute에 지원되는 Field 

본 논문에서는 운영체제의 platform에 포함되어있는 모듈인 Coredll.dll을 

호출하고 이것을 DllImportAttribute Class를 통해 사용자가 application

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함수에 링크시켜 wav파일 형태의 

음성을 재생시킴으로써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에서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 하였다
14

.   

(2) TTS (2) TTS (2) TTS (2) TTS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음성음성음성음성    추출추출추출추출    

 

TTS (Text-to-Speech)는 문자열로 이루어진 Text를 음성신호로 바꿔주

는 음성합성기능의 일종이다. 흔히 Web page에서 맹인들을 위한 기능으

로 상용되고 있다. Figure46은 사용자가 입력한 Text를 음성으로 재생해

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데모 프로그램 실행 장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데모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되는 음성을 녹음, 편집하여 mobile 응급구

조기록 application의 음성안내 기능을 구현하였다. Figure47은 Figure46

에서 재생된 음성을 녹음, 편집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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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46. TTS DEMO 실행 

 

 

Figure47. 파일로 저장된 음성신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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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Mobile  Mobile  Mobile  Mobile 응급구조기록의응급구조기록의응급구조기록의응급구조기록의    TestTestTestTest    환경환경환경환경    및및및및    TestTestTestTest    결과결과결과결과    

 

본 논문에서의 application은 응급환자 의 증상을 파악하고 중증 도를 분

류하여 Pre-Hospital care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본 

application의 실행 흐름을 살펴보면 기존의 응급구조활동일지와 비교해 

볼 때, 환자의 간단한 기본정보와 증상, 중증도 분류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 11월 19일에 연세의료원에서 실시된 

Severance Hospital Disaster Drill 2007(이하 SHDD 2007)이라는 재난응

급상황 모의훈련에서 mobile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의 실질적인 활용

도를 평가하였고, SHDD 2007에서 제기된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에 

Mobile device기반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을 이용하여 몇 가지 

Test를 해보았다. 먼저 mobile device기반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을 

이용하여 환자의 증상과 중증 도를 파악하여 기록하는 것과 기존의 서면

형식의 응급구조활동일지 에서 기록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

하고 또 그 차이점이 본 application의 어떠한 장점을 의미하는 가에 대

하여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실험 방법은 두 가지 방법 간의 기록할 항목

의 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서면 형식의 응급구조활동 일지의 항목들 중 환

자의 증상과 중증 도를 분류하여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고 

난 다음,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을 이용하여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두 가지 경우에 소요된 시간을 각각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작

성자가 기록을 함과 동시에 환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

성을 감안하여 2인 1조로 기록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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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험 1조 5분 54초 

피 험 2조 4분 34초 

피 험 3조 4분 52초 

피 험 4조 5분 24초 

 

서면 형식의 응급구조활동 일지에서 환자의 

증상과 중증 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여 

기록하는데 소요된 시간 

피 험 5조 6분 15초 

피 험 1조 2분 34초 

피 험 2조 2분 45초 

피 험 3조 2분 23초 

피 험 4조 3분 05초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을 이용한 기록에 

소요된 시간 

피 험 5조 2분 39초 

Table7. 서면 형식의 구조활동 일지 와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기록 소요시간 

비교 결과  

 

Table7을 보면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을 이용하여 기록하였을 경우 

(평균 2.49초)서면형식의 응급구조활동 일지를 기록하였을 때 (평균 5분 

16초)보다 절반 가량의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응

급구조기록 application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HCI의 개념이 어느 정도 반

영되었고, 또 서면 형식의 응급구조활동 일지가 갖는 contents들의 구성

방식과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의 그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에 대

하여 Test를 수행하였다. 실험 방법을 살펴보면, 5명을 대상으로 하여 먼

저 서면 형식의 응급구조활동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응

급구조기록 application을 이용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Test 가 끝난 다

음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Table8과 같다. 

 



 - 61 - 

 

설문 항목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Mobile Device기반의 Application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서면 형식의 구급활동 일지가 더 비효율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Table8. 테스트 관련 설문조사 항목  

 

피험자 5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가’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는 Table9와 같다.  

 

 

 

 

 

 

 

 

Table9. 테스트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다음으로 ‘mobile device기반의 application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이유

는 무엇인가?’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는 Table10과 같다. 

 

 

피험자 1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피험자 2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피험자 3 잘 모르겠음 

피험자 4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피험자 5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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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 테스트 관련 설문조사 결과 2 

 

다음으로 ‘서면 형식의 구급활동 일지가 더 비효율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

엇인가?’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는 Table11과 같다.  

 

 

피험자 1 각 항목들의 구성들이 산만하다. 

피험자 2 필요 이상의 많은 항목들이 있다.  

피험자 3 작성한 내용들 중 병원에서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을 병원에 원만

히 전달할 수 없다. 

피험자 4 응급환자 상태 파악 보다는 일종의 보고서적인 성격이 강해서 

병원 전 단계에서는 불편할 것이다. 

피험자 5 서면이라는 형식의 기록매체 취급 자체가 불편하다. 

 

Table11. 테스트 관련 설문조사 결과 3 

 

Test를 수행한 결과, 피험자들은 시각적으로 복잡한 서면 형식의 응급구

조활동 일지의 구성과 많은 항목들, 그리고 취급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음

을 알 수 있었고, mobile device특유의 제한된 display 영역에서의 효율

적인 contents 구성을 지향하고자 했던 것과 이를 위해 실험적으로 구현, 

적용했던 음성안내 기능이 HCI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피험자 1 음성 안내 기능으로 인한 청각적 효과 

피험자 2 Mobile장치 기반이라서 취급이 편리하다. 

피험자 3 잘 모르겠음 

피험자 4 메뉴의 구성이 시각적으로 정돈되어있다. 

피험자 5 각각의 입력 단계가 한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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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한편 피험자들로부터는 mobile device기반의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의 contents들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

었다. 차후에는 응급의무기록 체계화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IV. IV. IV. IV. 결론결론결론결론    및및및및    토의토의토의토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 장 2 조에 의하면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손상,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병원 내에서의 적절한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으로의 이송과정에서 환자에게 시행되는 처치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행해질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1994 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병원 전 응급처치와 

병원 내 응급처치 사이의 정보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997 년 구급 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구급활동일지의 작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구급활동일지의 항목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 증상과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일지가 초기환자파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문제를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체 application 은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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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환부를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image viewer, 병원들의 

연락처 검색 기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application 과 기능들은 

하나의 화면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의 application 은 mobile device 가 갖는 "소형, 휴대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HCI 개념에 입각하여 mobile device 가 갖는 

제한된 display 영역 내에서 사용자가 접근할 contents 들을 보다 

유기적이고 정돈된 형태로 구성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기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pplication 을 사용하는 과정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피험자들에게 기존의 서면형식의 구급활동일지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응급구조기록 application 을 직접 사용해 본 다음 그 두 가지 

응급구조기록 방식에 대한 Feed Back 을 받는 Test 를 수행해 본 결과 

HCI 개념의 접목을 위해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음성 안내기능의 구현 및 

적용과 제한된 display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접근 

contents들의 유기적 구성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응급의무기록 contents 들의 체계화가 수행되어야 하며, mobile 

device 로 응급환자의 실제 생체신호가 전송되었을 경우 생체신호의 

pulse 가 어느 정도의 재생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Test 를 수행한 결과 

본래의 환자감시장치나 Desk Top 컴퓨터에서의 quality 보다는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mobile device 환경에서 응급환자의 

생체신호를 원활하게 display 하기 위하여 추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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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실제 생체신호가 mobile device로 들어오는 부분(mobile장치 

24pin port또는 무선통신 모듈)의 제어에 대한 연구 

l  제한적인 system resource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생체신호 

Display 속도 개선에 대한 연구 

l  응급의무기록 contents들의 체계화에 대한 연구 

본 논문에서 개발한 application 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상태파악과 

중증도 분류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mobile device 로 환자 관련 정보 

들을 측정할 수 있는 system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Ubiquitous Healthcare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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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computer interface of emergency record based on 

mobile device and biological measurement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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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un Kook Yoo) 

 

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constructed the electronic emergency medical record 

and vital sign monitoring computer interface which would be used on the mobile 

devices. For the existing paper based emergency medical record, it was filled out 

after a patient had already arrived at the hospital by one of the emergency rescuers 

and was delivered to the hospital. Thus the efficient Pre Hospital Care based on all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ransfer - vital signs and degree of consciousness - 

couldn't get attained. The emergency record includes lots of queries in itself,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emergency case is to grasp the current symptom of an 

emergency patient and do triage according to those symptoms.  In the case of 

disaster which causes many killed and injured people, the triage on the emergency 

patients is seriously required since the fast and efficient triage affect on th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limited medical resource. In addition, it results in the optimized 

treatment for many and various patients. In this study, we referred the work 

guideline for the emergency rescuers which was published by the cooper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Kore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ssociationand implemented the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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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for the categorization of symptoms and treatment methods.  

This categorization was for the traumatic, non-traumatic, or environmental traumatic 

patients from disaster emergency case and ordinary emergency case. Hence, we have 

analyzed the reported Triage methods to the Emergency Medical Society and 

reflected the analyzed result to implement the triage part in the emergency medical 

record application. In addition, when a user uses the built-in camera of the mobile 

device to figure out the injured part or the state of a patient, the Image Viewer is 

available to see the image at the stage of application. Another function of this 

application was to provide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in a designated area. Prior to the integration of the whole applications, we tested the 

vital sign display in the limited environment, the Mobile device, assuming that the 

vital sign sensors and the mobile device were interfaced. Mobile device is very 

portable in general. Thus if it is used to manage the emergency medical record and 

to measure the vital signs, it may be more convenient to record and store the 

symptoms of a patient and the result of triage not only in the daily life but also in the 

natural calamity and the man-made disaster like the breakdown of a building or the 

terrible traffic accident. Finally, we expect that this system will be linked to the 

Ubiquitous - healthcare service and will be a core item which can make higher 

added valu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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