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대리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질환, 수술 등으로 인

해 위급 상황 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

다. 개인이 가진 질환 등의 정보를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에 미리  

등록,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로 신고할 경우 등록한 정보를 바탕

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처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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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내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대리등록서비스란?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심뇌혈관질환 환자

의 119신고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

비쿼터스 119 안심콜에 수혜자의 병력정보 등을 대리 등록해 드리

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대리등록서비스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대리등록서비스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대리등록서비스

053-200-6594

문의 및 개인정보 변경 요청 권역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센터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에 관한 문의 사항

02-6367-0119대표 전화

유비쿼터스 119
시스템 

하나.  119구급대원 출동 시 수혜자의 정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자의 병력에 맞는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하여 출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혜자의 과거병력 조사를 위한 소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셋째. 수혜자가 내원하고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가능합니다.

넷째.  대리 등록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복용 중인 약물 및 시술명은 별도의  

조사 없이 교육전문간호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Gyeongbuk Fire Services Headquarters

대구소방안전본부 



•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에게 교육전문간호사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확인 한 후 국민안전처 시스템에 연락처, 병력

정보 등을 대신 입력하게 됩니다.

• 응급상황시 등록된 전화(본인, 가족, 주변 도우미)로 119에 신고

하게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수혜자의 기본 정보를 출동 지령을 

받은 119구급대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등록된 전화기로 119신고를 하여야 119상황

실 및 119구급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응급 상황 시 신고 가능한 가족 및 주변  

도우미의 연락처를 많이 작성해주시는 것

이 좋습니다.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경북대학교 

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053-200-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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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대리등록서비스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하지 않고 신청할 수는 없나요?

홈페이지 접속 안심콜 신청 클릭1

안심콜 서비스 동의 확인3

2

인증하기4

안심콜 정보신청 작성5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참고사항

http://u119.nema.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119상황실
미리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U-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서

신청구분 : 신규·변경·해지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인 성별

우편번호 *E-mail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유형
질병, 나홀로어린이,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 외국인 기타

거동여부 정상  거동불편  거동불가

혈액형 A  B  AB  O (RH+ RH-)

승강기 
설치여부

전화통화 가능여부

전하통가 불가사유

질병사항

과거질환
(수술력)

현재질환

복용약물 전염질환

진료
의료기관

진료기관명
진료과목

연락처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등급

외국인 성명
국적

사용언어

가족
사항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거주구분 *SMS수신

동거 별거 예 아니오

동거 별거 예 아니오

동거 별거 예 아니오

주변 
도우미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SMS수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타 구급 
관련 정보

불편사항 특이체질

위급시 구급대원에게 
요구사항

자주 
가는 곳

본인은 상기 기재된 개인정보가 U-안심콜 서비스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내에서 등록, 저장 및 이용되는데 동
의하고 U-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     .     .

신청자 :              (인/서명)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어떤 정보가 등록 되나요?Q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수혜자
(본인) 

수혜자 정보 
대리 등록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수혜자 정보 제공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