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생술(미국심장협회) 과정 

 

과정 이름 기본소생술(미국심장협회) 과정 

교육생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과정 준비물 

1. AHA에서 만든 “Basic Life Suport Provider Manual” 

(또는, 기본소생술 제공자 매뉴얼 -전자책) 

 

총 시간 4시간 ~ 5시간 

강사 : 교육생 강사 1명당 최대 교육생 6명 

마네킹 : 교육생 마네킹 1대당 최대 교육생 3명 

AED : 교육생 AED 1대당 최대 교육생 3명 

강사 : 교육장비 

강사 1명 당 교육장비 1set 
 

*교육장비 1set : 

실습용 마네킹 성인/영아 각각 1대, 실습용 심장충격기 1대, BVM 성인/영아 각각 1개 

*교육장비 1set 당 강사 2명 배정 불가 

*교육생을 배정받지 않은 Course Director는 제외 

프로그램 [첨부] 참조 

평 가 

◎ 필기평가: 한글로 된 25문제에서 21문제 이상이면 통과 (오픈북 TEST) 

◎ 술기평가: 2가지의 술기평가를 모두 합격하면 통과 

* 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평가 / 영아 심폐소생술 술기 평가 

* 필기평가와 2가지의 술기평가를 모두 통과하여야 과정 합격. 

* 필기점수 23점 이상부터 BLS Instructor 입과 가능(재시험 합격자는 강사지원 불가) 

수료증 

(회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료증 발급비(회비)는 3만원(30,000원)입니다. 

  
 

[첨부] 기본소생술(미국심장협회) 과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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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생술(미국심장협회) 교육과정 프로그램 

 

일시 : 20  년   월   일(  ) 00:00 ~ 00:00 

장소 : 대한심폐소생협회 

 

제    목 분(min) 

제 1강 교육과정 소개 5 

제 1A강 생명이 그 이유입니다(선택사항) 8 

제 2강 1인 구조자 성인 기본소생술 

Part I: 성인 생존사슬 

Part II: 현장 안전 및 평가 

Part III: 성인 가슴압박 

Part IV: 포켓 마스크 

Part V: 1인 구조자 성인 기본소생술 

35 

제 3강 자동제세동기와 백마스크 장비 

Part I: 자동제세동기 

Part II: 백마스크 장비 

27 

제 4강 2인 구조자 성인 기본소생술 12 

제 5강 구조팀의 조직력 

Part I: 구조팀의 조직력 

Part II: 성공적인 심폐소생술팀 

13 

제 6강 효율적인 팀 활동 15 

제 6A강 현지 프로토콜 토론(선택사항) 20 

휴식 10 

제 7강 소아 기본소생술 

Part I: 소아 생존사슬 

Part II: 소아 기본소생술 

Part III: 2인 구조자 소아 심폐소생술 

15 



제 8강 영아 기본소생술 

Part I: 영아 기본소생술 

Part II: 영아 가슴압박 

Part III: 영아에 대한 백마스크 장비 사용 

Part IV: 2인 구조자 영아 기본소생술 

Part V: 영아 및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15 

제 9강 특수 상황 

Part I: 입-입 인공호흡 

Part II: 인공호흡 

Part III: 전문기도기가 삽관된 상태에서의 인공호흡 실시 

Part IV: 아편계 약물 관련 생명 위협 상황 

8 

제 10강 성인 및 소아 기도폐쇄 

Part I: 의식이 있는 성인 또는 소아의 기도폐쇄 처치법 

Part II: 의식이 없는 성인 또는 소아의 기도폐쇄 처치법 

2 

제 11강 영아 기도폐쇄 

Part I: 의식이 있는 영아의 기도폐쇄 처치법 

Part II: 의식이 없는 영아의 기도폐쇄 처치법 

4 

제 12강 결론 5 

제 13강 필기시험 25 

제 14강 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평가 20 

제 15강 영아 심폐소생술 술기 평가 20 

제 16강 재교육 

Part I: 술기 평가 재실시 

Part II: 필기 시험 재실시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