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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병원전 응급상황에서

응급구조사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웹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ion)을 통해 입력받아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

증도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병원 선정을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은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에서 응급구조의 신고 및

접수와 관련된 정보, 구조활동 과정의 시간적 확인을 하는 정보와 환자 이송과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 저장되는 접수관리

부; 환자의 과거병력정보가 입력 저장되는 과거병력부; 사건상황정보가 입력 저장되는 사건상황부; 관찰검사정보가 입력

저장되는 관찰검사부;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환자그룹관리부; 권역 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수신하

여, 인접병원을 판단하는 병원선정위치관리부;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로부터 중증도 분류 결과를 수신하고 병원선정위치관

리부로부터 인접병원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환자분류에 해당병원분류를 할당하는 병원분류관리부;를 적어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병원 선정을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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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에서 응급구조의 신고 및 접수와 관련된 정보, 구조활동 과정의 시간적 확인을 하는 정보와 환자 이

송과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 저장되는 접수관리부;

환자의 과거병력정보가 입력 저장되는 과거병력부;

사건상황정보가 입력 저장되는 사건상황부;

관찰검사정보가 입력 저장되는 관찰검사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환자그룹관리부;

권역 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수신하여, 인접병원을 판단하는 병원선정위치관리부;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로부터 중증도 분류 결과를 수신하고 병원선정위치관리부로부터 인접병원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환

자분류에 해당병원분류를 할당하는 병원분류관리부;

를 적어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는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 긴급 환자구룹(Emergency group), 응급 환자구룹

(Urgency group), 세미 응급환자(Semi-urgency), 비응급환자 구룹(Semi-urgency)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는 세미 응급환자(Semi-urgency) 및 비응급환자 구룹(Semi-urgency)을 묶어서 기타그룹으로 분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시 중증도에 따라 시간값(Target time)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는 긴급환자 그룹으로 분류될때 시간값(Target time)은 10분내이며, 응급환자 그룹으로 분류될때 시

간값은 60분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공개특허 10-2007-0043337

- 2 -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병원선정위치관리부는 상기 권역 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의 인접병원 정보와 당직의료기

관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기타과의 인접병원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병원분류관리부는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 긴급 환자구룹(Emergency group), 응급 환자구룹

(Urgency group)은 응급의료센터/기관로 할당하며, 기타 환자들은 당직의료기관으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

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는 맨체스터 환자분류 체계(Manchester triage system)(MTS)를 이용하여 중증도 분류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는 AVPU법을 이용하며,

외상환자의 경우는 분류점수(triage score)(TS), 비외상환자의 경우는 수정된 분류점수(modified triage score)(MTS)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10.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를 입력 저장하며, 상기 구급활동일지 정보로부터 중증도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구급활동일지가

응급구조의 신고 및 접수 와 관련된 정보, 구조활동 과정의 시간적 확인을 하는 정보와 환자 이송과 관련된 정보, 기타 통

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가 입력되는 접수관리영역;

환자의 과거 질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과거병력영역;

환자가 응급 상황의 이유.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상황의 정보를 입력하는 사건상황영역;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인 검사나 관찰을 바탕으로 나온 정보들이 입력되는 관찰검사영역;

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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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사건상황영역은 환자의 증상 및 징후는 원인에 따라 외상에 의한 원인과 외상이외의 원인에 대한 항목을 적어도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관찰검사영역은 이학적검사항목분류표, ECG, 청진음, 글루코스(Glucose), 피부검사에 대한 항목을 적어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청구항 13.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를 입력 저장하며, 상기 구급활동일지 정보로부터 중증도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의 각 항목 정보가 입력되면, 입력된 환자의 성과 나이 정보를 환자그룹관리부로 전송하고, 환자의

발생위치를 병원 선정 위치관리부로 전송하는 단계;

과거병력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과거병력정보를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로 전송하는 단계;

사건상황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사건상황정보를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로 전송하는 단계;

관찰검사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관찰검사정보를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는 즉시치료환자 그룹, 긴급환자 그룹, 응급환자 그룹, 기타 그룹으로 중증도를 분류하는 단계;

병원선정위치관리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수신하여, 인접병원을 판단하는 단계;

병원분류관리부는 상기 환자그룹관리부로부터 중증도 분류 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병원선정위치관리부로부터 인접병원 정

보를 수신하여 해당 환자분류에 해당병원분류를 할당하는 단계;

를 적어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의 제어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병원전 응급상황에서

응급구조사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웹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ion)을 통해 입력받아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

증도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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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일지는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에서 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도 분류(Triage)란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자를 증상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량환자 발생시는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전문요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자

의 경, 중을 구분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응급 환자에서 긴급한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는 전체응급환자의 10~15%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환

자들을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빠른 시간내 직접 이송하는 경우에서 환자의 예후가 양호하다고 보고되

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증도 분류는 응급의료의 중요한 분야이지만,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응급요원이나 중,

소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응급의료에 대한 임상적 경험이나 학문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병원전 상황은 이용할 수 있는 검사기구가 한정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도 제한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사

건발생 상황이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은 다른 정보에 비해 획득이 용이하면서도 환자파악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

다. 이러한 정보를 처음 파악할 때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병원전 중증도 파악에 도움이 될뿐만이 아니라

이후 병원에서 진단이 이루어 질 때도 효과적으로 질환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응급의료체계는 사고 또는 불의의 대량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환자의 후송 및 진료에 관한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정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원 전 단계, 후송단계, 병원단계

등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모든 과정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서 일관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사고현장,

이송과정 및 병원 응급실을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도 분류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순

위를 정하고 구분하는 기능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비응급환자는 1,2차 병원으로 긴급환자는 3차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

급의료시스템의 효율화와 환자에게도 만족할 만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환자상태와 관계없이 지리적 근접성이나 병원의 인지도 등에 의해 이송될 병원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환자나 보호자의 의료에 대한 정서적 측면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또한 병원전 응급 상황에서 중증도 적용이 용이하

지 못하다는 점도 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자원의 제한과 중증도 분류체계의 복잡성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응급

상황에서 환자 상태 파악과 처치에도 부족한 시간에 중증도 분류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할 만한 여유가 없는 데 있다.

따라서 중증도 분류체계를 별도로 숙지할 필요없이 환자상태에 대한 기록만으로 중증도 분류 체계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

탕으로 이송병원의 선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요망된다.

이에 본원발명은 병원전 응급상황에서 응급구조사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받아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전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내용에 따라 중증도 분류 체계를 위한 적절한 구급활

동일지의 형식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급활동일지의 형식을 설정에 있어서, 구급차로 의료기관의 이송시, 혈액

검사나 방사선 기기 등, 각종 진단기기들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응급구조사의 의료지식의 제한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병원전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환자의 증상 및 징후를 바탕으로 중증도 분류를 수행하는 맨체스터 환자분류 시스템(Manchester triage

system)(이하 'MTS'라 한다) 분류체계를 선택하였다. MTS 분류체계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결과가 즉시치료 환자

(Immediate), 긴급환자(Emergency), 응급환자(Urgency), 세미 응급환자(Semi-urgency), 비응급환자(non-urgency),

이렇게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고 해당 그룹은 각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간값 (Target time)을 가지고 있

다. 상기 시간값은 즉시치료 환자(Immediate)의 경우는 즉시('0')이며, 긴급환자(Emergency)의 경우는 10분이내이고, 응

급환자(Urgency)는 60분이내이고, 세미 응급환자(Semi-urgency)의 경우는 120분이내이고, 비응급환자(non-urgency)

는 240분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공개특허 10-2007-0043337

- 5 -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받아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

증도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종이로 된 구급활동일지의 표기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전산화로 이루어진 구급활동일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병원 선정을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

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병원 선정을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

략적인 구성도로, 응급구조사 시스템(100),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서버(200), 이송병원(290)을 구비한다.

응급구조사 시스템(100)은 응급구조사가 구급활동일지 등을 작성하고 저장하며, 이를 권역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서버

(200)에 보고하며, 권역 응급의료정보센터 서버(200)로부터 해당권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정보를 수신한다. 응급구조사 시

스템(100)은 입력부(110), 메모리부(120), 연산처리부(130), 디스플레이부(190)을 구비한다.

입력부(110)는 구급활동일지에 따른 정보를 입력한다.

연산처리부(130)는 상기 입력부(110)로 부터 입력된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저장하며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서버(200)로

부터 해당권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정보를 수신하고 연산처리하여 이송병원(290)을 선정하고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선정된

이송병원(290)으로 전송한다. 즉 연산처리부(120)는 구급활동일지 정보로부터 환자의 중증도를 결정하며, 환자발생위치

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인접한 병원들을 해당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이를 디스플레이부(130)를 통해 디스

플레이한다. 연신처리부(130)는 접수관리부(135), 과거병력부(140), 사건상황부(145), 관찰검사부(150), 환자그룹관리부

(155), 병원 선정 위치관리부(160), 병원분류관리부(165)를 구비한다.

접수관리부(135)는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 중 접수관리영역을 관리한다. 접수관리부(135)는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구급활동일지의 각 항목들을 기입함으로써 환자상태에 따른 정보, 즉 응급구조의 신고 및 접수 와 관련된 정보, 구조

활동 과정의 시간적 확인을 하는 정보와 환자 이송과 관련된 정보, 기타 통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가 입력 저장되고, 중증

도 분류를 위해 접수관리부(135)에서 입력된 환자의 성과 나이 정보를 환자그룹관리부(155)로 전송하며, 접수관리부

(135)에서 환자의 발생위치를 병원 선정 위치관리부(160)로 전송한다.

과거병력부(140)는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 중 환자의 과거병력영역을 관리한다. 과거병력부(140) 응급구조사로부터 입

력된 환자의 과거병력정보를 환자그룹관리부(155)로 전송한다.

사건상황부(145)는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 중 사건상황영역을 관리한다. 사건상황부(145)는 응급구조사로부터 입력된

사건상황정보를 환자그룹관리부(155)로 전송한다.

관찰검사부(150)는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 중 관찰검사영역을 관리한다. 관찰검사부(150)는 응급구조사로부터 입력된

관찰검사정보를 환자그룹관리부(155)로 전송한다.

환자그룹관리부(155)는 중증도를 분류한다.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즉시치료환자 그룹(시간값은 즉시), 긴급환자 그룹(시

간값은 10분내), 응급환자 그룹(시간값은 60분내), 기타 그룹으로 분류한다.

즉,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환자는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 긴급 환자구룹(Emergency group), 응급 환

자구룹(Urgency group), 세미 응급환자(Semi-urgency), 비응급환자 구룹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병원선정위치관리부(160)는 권역 응급의료센터(200)로부터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수신하여, 인접병원을 판단한다. 즉 병

원선정위치관리부(160)는 권역 응급의료센터(200)로부터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의 인접병원 정보와 당직의료기

관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기타과의 인접병원 정보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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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분류관리부(165)는 환자그룹관리부(155)로부터 중증도 분류 결과를 수신하고 병원선정위치관리부로부터 인접병원

정보를 수신하고, 해당 환자분류에 해당병원분류를 할당한다.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 긴급 환자구룹(Emergency group), 응급 환자구룹(Urgency group)은 응급의료

기관/센터(290)에서, 기타 환자들은 비응급환자 구룹으로 간주하여 당직의료기관에 할당한다. 한편 중증도 분류에서 각

그룹은 해당되는 시간값(target time)이 정하여지며, 상기 시간값을 거리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거리 반경 안에 있는 최적

한 병원을 설정한다. 이때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은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설정되며, 긴급 환자구

룹(Emergency group)은 반경 5km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설정되며, 응급 환자구룹(Urgency group)은 반경 30km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설정되며, 기타그룹은 응급상황에서 시간값(Target time)과 크게 관계가 없으므로 당직의료

기관을 크게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기타과 로 구분하여 해당 권역의 환자에게 해당 당직의료기관을 할당된

다. 이는 구급차 평균속도를 30km/hr로 간주하였을 때로 5km이내, 30km내 등의 거리값은 달라질 수 있다.

메모리부(130)는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연산처리부(120)로부터 수신하여 저장한다.

디스플레이부(190)는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권역 응급의료정보센터(290)는 응급구조사 시스템(100)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해당권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정보를 응급구

조사 시스템(100)으로 전송한다.

이송병원(290)은 응급구조사 시스템(100)에서 선정된 이송병원으로, 크게 응급의료기관(300)과 당직의료기관(400)으로

나눌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300)은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 긴급 환자구룹(Emergency group), 응급 환자구룹

(Urgency group)의 환자가 중증도 분류와 시간값에 따라 응급의료기관(300)이 설정된다.

당직의료기관(400)은 세미 응급환자(Semi-urgency), 비응급환자 구룹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시간값(Target time)과 크

게 관계가 없으므로 당직의료기관을 크게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기타과 로 구분하고 해당그룹을 선택시 그

권역의 당직의료기관을 모두를 디스플레이하여 그중의 소망하는 당직의료기관(400)을 설정하게 한다.

본 발명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병원전 응급상황에서 중증도

분류를 수행하는 대상을 응급 구조사로 간주하고, 구급차에 의한 병원으로의 이송상황을 본 발명의 대상으로 한다.

본 발명의 구급활동일지의 형식은 병원전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만으로도 중

증도 분류가 가능하도록 형식을 정하였으며, 환자의 증상 및 징후를 바탕으로 중증도 분류를 수행하는 MTS 분류체계를

이용한다.

MTS 중증도 분류체계를 구급활동일지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급활동일지의 항목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발명의 구급활동일지는 MTS 각 항목들이 의미하는 바를 접수관리영역, 과거병력영역, 사건상황영역, 관찰검사영역의 4

영역 중에 해당되는 영역정보로 나누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해당영역에 맞게 재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능력과 구급차에 구비된 장비상황도 고려하였다.

표 1은 본 발명에서 구급활동일지의 각 항목들을 접수관리 영역, 과거병력 영역, 사건상황 영역, 관찰검사 영역의 4가지 영

역으로 구분하고 하위항목을 배분한 표이다.

[표 1]

항목 하위 항목

접수관리영역

신고일시, 출동시간, 현장도착시간, 현장출발시간, 병원도착

시간, 귀소시간, 신고자인적사항, 신고방법, 재난관할, 출동

유형, 환자인적사항, 직업, 환자 발생 주소, 보호자인적사항,

환자이송내역, 미이송내역, 이송자

과거병력영역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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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상황영역 환자증상,교통사고, 의도성유무, 환자발생유형

관찰검사영역
의식상태, 동공반응, 생체징후, 사고부위, 중증도 분류, 구급

대원평가소견, 응급처치내역, 의사지도

접수관리영역(Reg_mag)은 응급구조의 신고 및 접수 와 관련된 정보, 구조활동 과정의 시간적 확인을 하는 정보와 환자 이

송과 관련된 정보, 기타 통계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즉 접수관리영역은 신고일시, 출동시간, 현장도착시

간, 현장출발시간, 병원도착시간, 귀소시간, 신고자인적사항, 신고방법, 재난관할, 출동유형, 환자인적사항, 직업, 환자 발

생 주소, 보호자인적사항, 환자이송내역, 미이송내역, 이송자 등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수관리영역에

서 획득될 수 있는 주된 것은 환자의 성별/나이와 같은 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등이 될 수 있다.

과거병력영역(Med_his domain)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기존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는 영역이다.

사건상황영역(Inc_situ domain)은 환자가 응급 상황의 이유.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상황 등이 기술되는 영역으로 보호자

나 환자에게서 파악된다. 사건상황영역은 환자증상, 교통사고, 의도성유무, 환자발생유형 등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관찰검사영역(Obs_exam domain)은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인 검사나 관찰을 바탕으로 나온 정보들이 파악

되는 영역이다. 관찰검사영역은 의식상태, 동공반응, 생체징후, 사고부위, 중증도 분류, 구급대원평가소견, 응급처치내역,

의사지도 등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의 구급활동일지는 민감도(Sensitivity)가 높은 질의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위음성(False negative)이 낮게 나

오도록 하여, 고위험군의 환자가 저위험군의 환자로 분류됨으로써 치료의 기회 적절성 상실과 시간적, 물질적 낭비가 초래

되는 것을 방지한다.

표 2는 본 발명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 2]

MTS 항목 사건상황영역 관찰검사영역

흉통; 심장통 흉통, 심장통  

흉통;비이상적맥박수 흉통 맥박수>120 or 맥박수<60, ECG

두통; 측두옆의 압통 두통 측두엽의 압통 관찰

두통; 뇌막염 의심 두통 온도>37.5, 목경직 관찰, 피부의 발진(Rash)

표 2는 본 발명에서 MTS 중증도 분류체계를 구급활동일지의 정보들을 분석하여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

다. 가령 MTS 중증도 분류에서 흉통 환자가 비정상적인 박동수를 보이는 경우는 사건상황영역에서 흉통이라는 항목과 관

찰검사영역에서 맥박수가 120회이상이거나 60회이하 혹은 ECG에서 이상결과가 관찰될 경우로 변형하여 해석하였다. 한

편 MTS 중증도 분류체계에서는 환자의 정신상태(M/S) 평가에서 글래스고 혼수 척도(Glagow Coma Scale)(이하 GCS라

한다)법을 사용하여 이를 이용한 분류-수정된 외상 점수(Triaged-revised trauma score)(이하 TRTS라 한다)를 채택하

나,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GCS법이 아니라 의식상태(alert, response to verbal order, response to pain, unresponse)

(이하 AVPU라 한다)법을 쓰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환자 평가를 시행한 연구 들을 참조하여 외상환자의 경우는 분류

점수(triage score)(이하 TS라 한다), 비외상환자의 경우는 수정된 분류점수(modified triage score)(이하 MTS라 한다)

를 본 발명에 적용했다. 이 때 MTS에서는 RTS(revised trauma score)를 세가지 그룹으로 구분하나 정신상태평가 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이러한 체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어, 본 발명의 TS, MTS에서는 정상인 그룹과 즉시치료 환자 그룹

(Immediate group)의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본래 MTS 중증도 분류에서는 긴급환자(Emergency group)으

로 분류될 수 있는 환자도 본 발명에서는 즉시치료 환자 그룹(Immediate group)로 분류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평가

에서 위음성(False negative)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증도 분류의 의미와는 적용을 달리했다. 또한 MTS 분류체계에서

는 제대 탈출(Umblical cord porlapse)과 같이 사실상 병원전 응급상황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항들은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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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중증도 평가를 위해 본 발명에서 추가된 하위항목 들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 3]

기존의 구급일지 하위항목 새롭게 만들어진 하위항목들

접수관리영역

신고일시, 출동시간, 현장도착시간, 현

장출발시간, 병원도착시간, 귀소시간,

신고자인적사항, 신고방법, 재난관할,

출동유형, 환자인적사항, 직업, 환자

발생 주소, 보호자인적사항

환자이송내역,미이송내역,이송자,통계

용

기존의 것과 동일

과거병력영역 과거병력 기존의 것과 동일

사건상황영역 환자증상 외상외원인, 외상원인, 추가질의 1, 추가질의 3

관찰검사영역
사고부위

구급대원평가소견

이학적검사항목분류표,ECG,청진

음,Glucose,Skin검사,

추가질의 2

표 3은 중증도 분류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목들 결과를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 그룹화한 것이다.

접수관리영역 및 과거병력영역은 종래의 것과 동일하다.

사건상황영역에서는 환자의 증상 및 징후는 원인에 따라 외상에 의한 원인과 외상이외의 원인으로 나뉠 수 있으며 추가적

인 정보항목들은 기타질의 1,3 에 포함된다.

관찰검사영역에서는 간략한 검사내용들을 하나의 표로 표현하며 사람의 환부의 해부학적 위치를 나타내도록 했으며. 세부

적인 검사들은 별도로 표현했다. 이 외에 나머지 검사항목들은 기타질의 2에 포함시켰다.

본 발명에서 구급활동일지의 모델링과 웹을 기초로 한 시스템(web based system) 구축에 있어서, 접수관리영역, 과거병

력영역, 사건상황영역, 관찰검사영역에서 각 영역들 내의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클레스 다이어그램(class diagram)으로

모델링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하여,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바탕으로 한 웹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을 구축했다. 인터넷 기반의 ASP 형태는 여러 다른 의료정보시스템들과 유기적 통합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서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즉 본 발명은 ASP를 바탕으로 한 웹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을 구

축함으로써 여러 다른 의료정보시스템들과 유기적 통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서 중증도 분류를 위해 만들어진 항목들간의 연결관계 일예의 설명도이다. 도 2에서는 특히 통증과 연결

관계를 갖는 항목들을 나타낸 것이다.

도 2에서 통증양상은 복통, 심장통, 두통, 요통으로 나뉜다.

복통의 하위항목은 인적사항, 임신가능성, 지속적 구토, 토열, 혈변을 구비한다.

심장통의 하위항목은 흉통, 맥막수 이상을 구비한다.

두통의 하위항목은 광공포, 측두옆의 압통, 체온, 목경직, 피부발진을 구비한다.

요통의 하위항목은 보행불가, 직접적 외상을 구비한다.

공개특허 10-2007-0043337

- 9 -



이러한 연결관계는 어떤 항목의 정보가 다른 항목과의 정보 연결에 의해 중증도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두통이

있는 환자에서는 통증의 심한 정도에 의해서도 중증도가 판별될 수 있지만,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라도 목의 경직

이나 고열, 광공포, 피부 발진(rash) 등이 관찰되는지에 따라 중증도가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중증도 분류를 위해 항목들간의 관계 분석을 나타내는 클레스 다이어그램(Class diagram)이다.

도 3에서 클래스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한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은 서브스크라이브(<<subscribe>>), 디라이브

(<<derive>>)의 두 가지이다. 서브스크라이브(<<subscribe>>)는 특정 이벤트가 한 클래스에서 발생시 연결된 다른 클래

스에 통보하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디라이브(<<derive>>)는 다른 클래스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

보를 유도할 수 있는 관계임을 나타낸다.

발생유형클래스에서는 환자의 발생유형이 외상인지 외상외 원인 인지가 결정되게 된다. 외상이 원인으로 파악되면 외상원

인 클래스에서 환자에 해당되는 항목이 선택되게 된다 .

대부분 외상원인 클래스에서는 추가적인 정보 없이도 중증도 분류가 판단 될 수 있지만(가령, 낙상>3m 선택시 다른 정보

없이도 긴급환자그룹으로 판별되게 된다.), 중증도 분류에서 외상이 있으면서 무의식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 응급환자그룹

으로 분류 될 수도 있으므로 외상이 발생유형클래스에서 선택되면 , 외상원인클래스에서 입력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질의1

클래스에 있는 무의식의 과거력 여부가 파악되서 입력되어야 한다.

발생유형클래스에서 외상외 원인이 선택되어지면,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환자에 해당되는 항목이 선택되어져야 한다.

외상외원인클래스 내에서 하나의 항목들이나 클래스내의 다른 항목들간의 관계에 의해 중증도가 분류될 수 있는 항목들(

가령 ,하나의 항목에 의해 중증도 결정되는 것들 : 심정지,호흡곤란, 다른 항목들간의 관계에 의해 중증도가 결정되는 항목

들 복통과 객혈이 같이 선택될 경우) 도 있지만 다른 클래스들간의 관계에 의해 중증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항목들도 있다.

통증양상클래스에서는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통증과 관련된 항목들(요통,두통,복통,흉통)이 선택되어지면 통증정도가 어

떠한지, 방사통인지, 반발통인지, 주기를 띠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출혈양상클래스에서는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출혈과 관련된 항목들(객혈, 질출혈, 대변의 피,)이 선택되어지면 출혈의 정

도가 어떠한지 파악되어야 한다.

환자인적사항클래스에서는 성과 나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12세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판단하게 되고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이러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경우 추가질의3 클래스에서 임신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과거병력 클래스에서는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행동이상이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과거병력에서 주요한 정신과적

질환의 과거력이나 심한 알러지(Allergey) 과거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ECG 클래스에서는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흉통이 선택되어지고 이 클래스에서 MI/Angina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클래스이

다.

글루코스(Glucose)클래스는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반응없음/이상반응 항목이 선택되어진다면 BST를 확인해 보아서

300이상이거나 70미만인 경우를 파악해야 하며 생체활력검사에서 M/S가 비정상인경우 200이상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

다.

동공반응클래스는 생체활력징후에서 M/S가 비정상적인 경우와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반응없응/이상반응 항목이 선택되

었을때 동공상태가 어떠한지 파악되어야 한다.

피부(Skin)클래스는 뇌수막염이나 두개내 혈종이 의심되는 환자(광공포, 두통, 목경직증상 ) 에게서 발진(Rash)나 자반병

(purpura) 여부가 파악되거나 탈수의심이 있는 환자에게서 탈수정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파악될 수도 있다.

청진음클래스는 천식의심환자에게서 Wheezing여부를 파악하거나 화상의심환자에게서 흡입손상여부를 파악하는데 사용

되는 클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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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클래스에서는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특정 정보가 받아들여지면 추가적인 질의를 요청받는 클래스이다. 가령 환

자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흉통이라는 항목이 외상외 영역에서 선택되어지면 심장에 의한 통증(심장통) 인지 추가질의

3 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행동이상으로 판정된 환자는 기타질의 1에 있는 자해가능성이나 상해가능성을 파악해야 한

다. 다른 기타질의 클래스들이 사건상황영역과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클래스라면 기타질의 2 클래스는 관찰검상영역

과 관계가 있는 정보가 있는 클래스이다. 가령 외상원인클래스에서 낙상이 있는 환자였을 때 그 부위에 외형상 기형이 있

는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외상외원인클래스에서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에게서 방광팽창여부를 파악할 때 필요한 클래스이

다.

한편 다른 클래스와의 관계 없이도 해당 클래스는 그 자체정보만으로 중증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 가령 출혈양상클래스에

서 외상외원인클래스의 정보 없이도 출혈정보에 따라 중증도가 결정될 수 있으며 과거병력클래스에서 면역저하질환이나

혈액관련질환력이 있는 경우도 그 자체 정보만으로도 중증도가 결정될 수 있다.

이학적검사 클래스와 생체활력징후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들과 별도의 관계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자 상태와 상관없

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클래스이다

MTS/TS 클래스는 환자의 생체활력징후를 수치로서 파악하는 것으로서 외상환자는 TS , 외상외 원인 환자는 MTS 계산

으로 판단한다. (MTS(Modified triage score) ≤ 11 TS(triage score) ≤8 이면 Immerdiate group) 한편 MTS는 계산하

는데 흉통이라는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기타질의 3에 있는 흉통항목 입력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다시말해, 발생유형 클래스에서 환자 증상의 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인지 외상이외의 다른 원인인지 구별하고, 해당되는 정

보를 입력하게 되면, 서브스크라이브(<<subscribe>>)관계에 의해 추가정보가 필요한 항목들은 해당되는 추가 질의 클래

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는다. 외상외 원인 클래스에서도 항목 중 중증도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

들은 서브스크라이브(<<subscribe>>)관계에 의해 해당되는 검사결과나 과거병력정보를 입력받게 된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받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증도 판단 클래스는 디라이브(<<derive>>)관계를 통해 중증도 분류를 시

행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서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구급활동일지의 일예이다.

도 4는 구급활동일지를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화면의 일부를 나타낸다. 현장에서 구급활동일지가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되고 있는 구급활동일지와 최대한 유사하게 항목들간의 배치를 하고 화면구성을 하였다. 기존의 종이로 된

구급활동일지의 표기형태를 최대한 그대로 웹화면으로 옮길려는 원칙하에 표현하기 어렵거나 중증도 분류를 위해 더 자세

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서는 일부 항목을 수정하거나 항목들을 새롭게 만들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의 항목의 설명창의 일예이다.

본 발명은 도 5와 같이 구급활동일지의 해당 항목들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목 제목을 클릭하면 해

당내용을 설명하는 별도의 화면이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에서 요청되는 정보표시의 일예이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되는 정보만으로 중증도 분류가 힘들 경우,

도 1과 같은 연결관계를 반영하여 해당정보의 빨간 테두리가 쳐지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한편 이러

한 경우 환자 상태가 실제 양호하여 더 이상 환자 정보가 필요치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중증도 판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횟수를 2번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입력된 정보만으로 중증도를 판별할 수 있게 하였다.

응급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이송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증도 분류의 중요한 목

표중의 하나이므로, 본 발명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이송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이렇

게 3분류로 병원정보를 수집했고, 권역의료센터는 사실상 특정 지역에 단 한곳에 불과하므로 응급의료 센터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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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병원정보에 따라 임의로 정한 환자 발생지역과의 거리를 구하고, 중증도 분류에 의한 결과정보는 해

당환자의 중증 정도와 적절한 치료시간으로 구성되므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Immediate / Emergency / Urgency / 기타)

에서 적절한 치료 시간(즉각적/10분이내/60분이내/없음)을 구급차의 평균속도인 30km/hr를 기준으로 수집된 병원정보를

환자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분류하고(가장 가까운곳/5km/30km/모든 병원), 세미 응급환자(semi-urgent) 이하의 중증도

결과는 응급상황으로 간주하기 힘드므로 모두 기타 그룹으로 분류한다.

도 7은 본 발명에서 중증도 분류와 이송병원 선정 과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퀀스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이다.

접수관리부(135)는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구급활동일지의 각 항목들을 기입하여 환자상태에 따른 정보가 입력

되며(S100), 중증도 분류를 위해 접수관리부(135)에서 입력된 환자의 성과 나이 정보를 환자그룹관리부(155)로 전송하고

(S120), 접수관리부(135)에서 환자의 발생위치를 병원 선정 위치관리부(160)로 전송한다(S140).

응급구조사가 과거병력부(140)에 환자의 과거병력정보를 입력하면(S160), 과거병력부(140)에서 환자의 과거병력정보를

환자그룹관리부(155)로 전송한다(S180).

응급구조사가 사건상황정보를 사건상황부(145)에 입력하면(S200), 사건상황부(145)에서 사건상황정보를 환자그룹관리

부(155)로 전송한다(S220).

응급구조사가 관찰검사정보를 관찰검사부(150)에 입력하면(S240), 관찰검사부(150)에서 관찰검사정보를 환자그룹관리

부(155)로 전송한다(S260).

환자그룹관리부(155)는 중증도를 분류한다(S280).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즉시치료환자 그룹(시간값은 즉시), 긴급환자

그룹(시간값은 10분내), 응급환자 그룹(시간값은 60분내), 기타 그룹으로 분류한다.

병원선정위치관리부(160)는 권역 응급의료센터(200)로부터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수신하여(S300), 인접병원을 판단한다

(S320). 즉병원선정위치관리부(160)는 권역 응급의료센터(200)로부터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의 인접병원 정보와

당직의료기관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기타과의 인접병원 정보를 수신한다.

병원분류관리부(165)는 환자그룹관리부(155)로부터 중증도 분류 결과를 수신하고(S340) 병원선정위치관리부(160)로부

터 인접병원 정보를 수신한다(S360).

병원분류관리부(165)는 해당 환자분류에 해당병원분류를 할당한다(S380). 즉, 즉시치료 환자그룹은 가장 가까운 응급의

료기관이 할당되며, 긴급환자 그룹은 반경 5km이내에의 응급의료기관이 할당되며, 응급환자그룹은 반경 30km내의 응급

의료기관이 할당되며, 기타그룹은 해당 권역의 환자에게 해당 당직의료기관을 할당한다. 이는 구급차 평균속도를 30km/

hr로 간주하였을 때로 5km이내, 30km내 등의 거리값은 달라질 수 있다.

다시말해,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구급활동일지의 각 항목들을 기입하게 되면, 중증도 분류를 위해 접수관리부

(135)에서는 환자의 성과 나이정보가 파악되며, 과거병력부(140)에서는 환자의 과거병력정보가 파악되며, 사건상황부

(145)과 관찰검사부(150)에서 환자의 상태에 해당되는 정보가 파악된다. 이렇게 파악된 정보들은 환자그룹관리부(155)에

서 환자의 중증도가 결정된다.

또한 접수관리부(135)에서 환자발생위치 정보와 권역응급의료센터(200)에서 그 지역의 응급(ER)병원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병원 선정위치관리(160)에서 환자 발생 위치를 바탕으로 로 이용 가능한 인접한 병원들을 파악한다. 인접병원정보와

환자의 중증도 판단 결과는 병원분류 관리부(165)를 통해 연결되어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선정 안내기능을 하게 된

다.

연결방법은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 긴급환자그룹(Emergency group), 응급환자그룹(Urgency group)

은 응급의료센터/기관에서, 기타 환자들은 비응급환자로 간주하여 당직의료기관에 할당했다 . 이는 향후 환자가 이송 병원

도착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과 긴급환자그룹(emergency group), 응급환자그룹(Urgency group)은 중

증도 분류 결과에 따른 시간값(Target time)이 틀리므로 이송을 권고할 수 있는 병원수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즉시치료

환자그룹(Immerdiate group)은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가 표시되며, 긴급환자그룹(Emergency group)은 반경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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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그룹(Urgency group)은 반경 30km거리에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표시된다. 이는

서울시 구급차 평균속도 30km/hr 를 고려하여 거리로 환산하였다. 기타그룹은 응급상황에서 시간값(Target time)과 크게

관계가 없으로 당직의료기관을 크게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기타과 로 구분하고 해당그룹을 선택시 그 권역

의 당직의료기관을 모두 나타나게 된다.

또한 중증도에 맞는 해당 병원이 위의 과정에 의해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해당권역의 응급의

료기관이 모두 나타나도록 하여 이송거리가 가까우면서 가급적 그 환자에 맞는 병원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도 8은 본 발명에서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른 이송병원 안내창의 일예이다.

도 8에서의 화면창을 통해 각 이송병원과 그 이송병원의 환자로부터의 거리 등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상에서 설명되고 도면에 예시된 것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업자라면 다음에 기재되는 청구범위 내에

서 더 많은 변형 및 변용예가 가능한 것임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구급활동일지 정보를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받아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증

도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며, 또한 본 발명의 전산화

된 구급활동일지는 종래의 종이로 된 구급활동일지의 표기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며, 사용하기에 용이하게 이루어져 있다.

현재에 중증도 분류는 응급의료의 중요한 분야이지만,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응급요원이나 중,소병원에서 근무하

는 의료인은 응급의료에 대한 임상적 경험이나 학문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신속하게 평가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병원전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검사기구가 한정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도 제

한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사건발생 상황이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은 다른 정보에 비해 획득이 용이하면서도 환자파악

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처음 파악할 때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병원전 중증도 파

악에 도움이 될뿐만이 아니라 이후 병원에서 진단이 이루어 질 때도 효과적으로 질환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증도 분류체계를 별도로 숙지할 필요없이. 환자상태에 대한 기록만으로도 중증도 분류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중증도 분류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구급차가 단순히 환자 이송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는 역할에서 벗어나 환자 상태에 맞는 효과적인 환자 분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이 활성화된다면 비응급환자들에 의한 응급실 내원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비효율성, 비경제성의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병원까지의 거리를 정하고자 할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이송병원을 설정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병원 선정을 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

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서 중증도 분류를 위해 만들어진 항목들간의 연결관계 일예의 설명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중증도 분류를 위해 항목들간의 관계 분석을 나타내는 클레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에서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구급활동일지의 일예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의 항목의 설명창의 일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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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전산화된 구급활동일지에서 요청되는 정보표시의 일예이다.

도 7은 본 발명에서 중증도 분류와 이송병원 선정 과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8은 본 발명에서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른 이송병원 안내창의 일예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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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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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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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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