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심폐소생협회 

정보와 소식

▶ 기획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 박규남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윤준성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 이승준 서남의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오상훈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최승필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기 : 2015.02.01~2017.01.31

1. 201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발간
우리 협회는 질병관리본부 경상보조사업으

로 수행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
정사업(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의 보
고서와 함께 201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2015 심폐소생술 가
이드라인의 한글본은 대한응급의학회지 4
월호의 부록으로 게재되었으며, 영문본은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의 4월호 부록으로 게재되었다.

2.  2015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Basic 
Life Support Guidelines for Lay Rescuers

우리 협회의 정성필 용어위원장(연세의대 응
급의학)과 황성오 사무총장(원주의대 응
급의학)이 각각 제 1저자와 교신저자로서 
Resuscitation지에 게재 예정인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에서 제정한 2015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Basic Life Support 
Guidelines for Lay Rescuers 집필에 참여하였

다. RCA는 2015년에 RCA Basic Life Support 
Guidelines for Lay Rescuers 제정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였으며, task force chair로서 황성
오 사무총장과 Japanese Resuscitation Council
의 Tetsuya Sakamoto 교수가 임명된 바 있다.

3.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 사업 수행
우리 협회는 질병관리본부의 경상보조사업

으로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정사
업(사업기간: 2016년 3~7월)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 우리 협회가 질병관리본부 경
상보조사업으로 수행하여 개발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새로운 심
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
업이다.

4. 국제 학술대회 및 회의 참석
National Resuscitation Council of Singapore의 
International Resuscitation Science Symposium 
참가 및 발표: 우리 협회의 정성필 용어위원

장(연세의대 응급의학)은 2016년 2월 26-27
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Resuscitation Science Symposium에 참여하여 
강의(강의 제목: RCA adult BLS guidelines for 
lay rescuer)하고 RCA general assembly에 참석
하였다. RCA general assembly에서 우리 협회
의 황성오 사무총장은 RCA의 vice-chairman
으로 피선되었다.
Japan Resuscitation Science Symposium 및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창립 10주년 기
념행사 참석: 황성오 사무총장은 2016년 5월 
26-28일에 개최된 Japan Resuscitation Science 
Symposium 및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창
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강의(강의 제
목: BLS perspective in Korea)하였으며, 기념식
에 참석하였다.

5. 사무실 이전
우리 협회는 새 사무실을 구입하여 2016년 5
월 27일에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새 사무실

은 직원들의 사무 공간 뿐 아니라, 80석의 교
육장 겸 회의실, 세미나실, 라운지를 갖추고 
있어서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반인 강사
과정 및 BLS instructor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총 무 , 국 제 교 류 위 원 회  소 식

기 획 위 원 회  소 식 

홍 보 위 원 회  소 식
▶ 홍보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간사 이승준 서남의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
위원 김성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김수연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김영신 매디컬월드뉴스편집장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 김호중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박광식 KBS 의학기자
위원 박종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백진휘 인하의대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윤민섭 The Yoon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임지용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정재훈 법무법인 소명
위원 조영신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임기: 2015.02.01~2017.01.31

<사무실 이전 기념행사>

<세미나실>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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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위 원 회  소 식

▶ 교육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 양혁준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실무위원장 김기운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학술분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박인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 신종환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최대해 동국의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한국형기본소생술분과
분과위원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분과간사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구 분 성 명 소 속
한국형전문소생술분과

분과위원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분과간사 제상모 차의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분과간사 박승민 한림의대 한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기: 2015.02.01~2017.01.31

1. SNS (2016년 01월~06월기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개설날짜
2012년 

4월 17일
2012년 

4월 17일
2016년 
3월 8일

좋아요 수/ 
팔로우 수 6,486 1,646 85

작성해서 
올린 기사

67개 
(총 746개)

68개 
(총 897개) 13개

주소 http://www.facebook.com/kacpr http://twtkr.com/KACPR1 KACPR1

2.  대한심폐소생협회-연합뉴스 업무협약 
체결

2016년 4월 6일 홍보위원회에서는 심폐소
생술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
키기 위한 대국민 심폐소생술 홍보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  대한심폐소생협회 캐릭터 쿵쿵맨 인형탈 
제작

홍보위원회에서는 각종 행사에서 가족 단
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심폐소생
협회의 대표 캐릭터 쿵쿵맨을 인형탈로 제
작하였으며 ‘소아암 환우돕기 마라톤대회’

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4.  ‘소아암 환우돕기 제 13회 서울시민 마라
톤대회’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운영

홍보위원회에서는 2016년 05월 8일(일) 여의
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소아암 환우돕
기 제 12회 서울시민 마라톤대회'에 Facebook
과 Twitter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
생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5. Facebook SNS 이벤트 진행
대한심폐소생협회는 Facebook을 이용하여 
SNS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페이스북 페이
지에 자동심장충격기 퀴즈 문제를 내고 댓

글로 참여 유도 하였으며, 483명이 참여하
여 당첨자 10명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아메
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렸다.

교 육 위 원 회  소 식

B L S 위 원 회  소 식

▶ BLS 위원회 구성

분 과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일
반
인

위원장/분과위원장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동원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수연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김진우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김현정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박상욱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

분 과         구 분 성 명 소 속

의
료
인

간사/분과위원장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김강님 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위원 김재범 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위원 김희정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박창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센터

위원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분 과         구 분 성 명 소 속

학 
술

분과위원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진욱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박선영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송소현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이명렬 대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이진혁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임기: 2015.02.01-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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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S TS 신규 지정
2016년 상반기 BLS 위원회에서는 부산과학기

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
육센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경주
대학교 BLS-TS,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

터를 신규 BLS TS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전국의 
BLS TS는 199개소이다.

인증일자 BLS TS 명

2016.02.20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016.02.24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2016.03.3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2016.04.26 경주대학교 BLS-TS

2016.05.28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2.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신규 지정
2016년도 상반기 BLS 위원회에서는 세종소방
본부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호텔신라 심폐소
생술 교육센터, 거창군보건소, 울산광역시 중
부소방서를 신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전국의 일반인 심폐소
생술 교육기관은 14개소이다.

인증일자 BLS TS 명

2016. 02. 03 세종소방본부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2016. 02. 27 ㈜호텔신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2016. 02. 29 거창군보건소

2016. 03. 31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3.  2015년 하반기 AHA BLS 강사, KACPR 일반인 
강사 배출

2016년 상반기 총 10회의 AHA B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269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BLS 강사의 수는 2,600여 명이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강사
과정 5회를 운영하여 106명의 강사를 배출하
였고, 현재 일반인 강사의 수는 2,040여 명이다.

4.  소아암 환우 돕기 제 12회 서울시민 마라톤대
회 심폐소생술 교육지원

2016년 5월 8일(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 
13회 ‘서울시민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토너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체험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총 31명의 BLS Instruc-
tor와 일반인 강사들이 참여해 약 210명을 대
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5. 홈페이지 CPR 내용 개정
협회 홈페이지 > [CPR에 대해]에서 생존사슬,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 AED의 사용

방법, 일반인을 위한 가슴 압박 소생술 시행방
법에 대한 내용을 2015년 Guideline이 반영된 내
용으로 게시하였다. 

6.  BLS Provider & Instructor 과정 입과 시 교재 
지참 유예 적용

BLS Provider & Instructor 과정 입과 시 2015 AHA 
Guideline으로 교육 과정 진행 전까지 <교재 미지
참, 2010 버젼 교재 지참, 2015 버젼 교재 지참 모두 
허용>하기로 하였다. 

7. BLS TS 교육 규정 위반 제재 기준 변경
BLS TS 교육 규정 위반 제재 기준을 아래와 같
이 변경하였다.
위반 
횟수

개정 전 개정 후

1차 
위반

*  BLS TS : 의료인&일반인 교육과정  1~6개월 개설 및 
운영 정지

*  TS Director : 강사추천권 및 신규강사  소속예정확인  6
개월 정지 (타 TS 교육 참여는 가능)

*  Lead Instructor : 강사추천권 6개월 정지(타 TS 교육 참여
는 가능)

* 참여 강사 : 경고조치(교육 참여 가능)

* BLS TS & Instructor 
:  1차 경고

2차 
위반

*  BLS TS : 의료인&일반인 교육과정  6~9개월 개설 및 운
영 정지

*  TS Director : 강사추천권, 신규강사 소속예정확인,  의료
인&일반인 교육 참여 (타 TS 포함)  6~9개월 정지

*   Lead Instructor : 강사추천권,  의료인 & 일반인 교육 참여
(타 TS 포함) 6~9개월 정지

*   참여 강사 : 재발(개인 누적)시  6개월 의료인& 일반인 
교육 참여  (타 TS 포함) 정지

*  BLS TS & 
Instructor 
: 현장 실사 또는 
BLS 위원회 협의
를 통해 2~6개월 
운영정지 또는 자
격정지

3차  
위반

* BLS TS : 지정 취소 
* BLS Instructor : 자격 취소

*  BLS TS & 
Instructor 
: 현장 실사 또는 
BLS 위원회 협
의를 통해 BLS 
TS 지정 취소 또
는 BLS Instructor 
자격 취소

교육
과정  
인정 
여부

1, 2차 위반시에는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 협의 후 결
정하며,  3차 위반시에는 과정 불인정

* 적용시기: 2016년 6월 20일부터

8. BLS TS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BLS위원회 의료인 분과에서는 2016년 4월부
터 기존 BLS TS의 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 하
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 하고 있다.  현장 
실사는 교육보고서 보관, 교육서류 및 교육
장 준비, 교육과정 운영 등 운영 지침을 준수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 실사는 전국의 199
개 BLS TS에서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교육이 
열리는 당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한다. 규
정 위반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여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9. 2015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강사 과정 취소
BLS위원회에서는 2015년 가이드라인으로 강
사(Instructor) 과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에 8월
과 9월에 예정되었던 강사(Instructor) 과정이 취
소되었다.

* 취소 과정

교육과정 교육일자 교육장소

BLS Instructor 과정

08월 26일(금) 대한심폐소생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09월 28일(수) 대한심폐소생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과정

09월 07일(수)~
08일(목)

대한심폐소생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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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위원회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    현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ACLS분과장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KALS분과장 박승민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ALS분과장 제상모 차의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학술분과장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김진회  

위원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박현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서덕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위원 손유동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신중호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원 위    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위원 윤영훈 고려의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한상진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임기: 2015.02.01-2017.01.31

▶ ACLS분과(ACLS)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ACLS 분과장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박현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영준 제주의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고봉연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위원 권말숙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권혜란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박진선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서덕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위원 신중호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원 위    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위원 윤영훈 고려의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한상진 한림의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현진숙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임기: 2015.02.01-2017.01.31

▶ ACLS분과(DALS)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승오  단국대 치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마취과
위원 김종빈  단국대 치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위원 김현정  서울대 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위원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서광석  서울대 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위원 이정우  경희의대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위원 이창규  이손의료재단 이치과병원
위원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제상모 차의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임기: 2015.02.01-2017.01.31

▶ KALS분과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KALS분과장 박승민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ALS분과장 제상모 차의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
위원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손유동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원 윤영훈 고려의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이귀자 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위원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임기: 2015.02.01-2017.01.31

▶ 학술분과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학술분과장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서덕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위원 손유동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원 위    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위원 장혜영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장성원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임기: 2015.02.01-2017.01.31

1. ACLS/KALS TS 신규지정(상반기)
2016년도 상반기 ALS 위원회는 ACLS Training 
Site 1개소와 KALS Training Site 5개소를 신규 
Training Site로 지정하였다.
2016년 상반기 현재 ACLS TS는 총 40개이며, 
KALS TS는 총 43개이다. 

분류 인증일자 TS 명
ACLS TS 2016.03.12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KALS TS

2016.04.26 충남대학교병원

2016.05.17 인하대병원 KALS Center
2016.05.28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2016.06.29 나사렛대학교

2016.06.30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2. 2016년 상반기 ACLS Instructor 과정 개최
2016년 5월 19일(목)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시뮬
레이션센터에서 ACLS Instructor 과정을 개최하
였다.
4명의 ACLS Faculty가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12
명이 ACLS Instructor 과정을 이수하였다. 
2016년 6월까지 ACLS Instructor는 총 279명이다.
하반기에는 11월 19일(토) 삼성서울병원에서 
ACLS Instructor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176차 ACLS Instructor 과정 사진>

3. ACLS 디브리핑 피드백 워크숍 개최 
ACLS 분과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ACLS 
강사 대상으로 ACLS 디브리핑 피드백 워크숍
을 2016년 6월 24일(금)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
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왕성하게 
활동중인 강사들의 실제 디브리핑 자료를 통
해 디브리핑을 보다 더 쉽고 깊은 이해와 경험
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KALS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개최 

2016년 2월 17일(수), 18일(목) 한림대학교 동탄성
심병원에서 KALS IDC Workshop을 개최하였다. 

A L S 위 원 회  소 식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Newsletter www.kacpr.org18 



 

7명의 KALS 위원들이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강의는 KALS Provider의 비디오 평가실습, 디브
리핑 방법 소개 및 디브리핑 실습에 관한 내용
으로 KALS Instructor들이 조별로 토의를 진행
하면서 강사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을 가질 수 있었다. 

5. KALS TS 운영회의 개최
KALS 분과에서는 KALS TS Director, Coordina-
tor, KALS Faculty와 위원을 대상으로 KALS TS 
운영회의를 2016년 2월 25일(목) 용산역 ITX 6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KALS TS 운영지침 및 KALS Instructor과정 변
경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9명
이 참석하였다.

6. KALS Instructor Monitor 과정 신설
2016년도 교육과정부터 KALS Instructor Monitor 
과정이 신설되었다. 
KALS분과에서는 KALS Instructor 과정 이수 
후 별도의 Monitor 과정을 이수해야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14차 
KALS Instructor 과정부터 적용하였다. 

<KALS Instructor 가 되는 과정>

7. 2016년 상반기 KALS Instructor 과정 개최 
2016년 상반기 총 2회의 KA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28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2016년 6
월까지 KALS Instructor는 총 737명이다.
하반기에는 8월 20일(토) 서울아산병원에서 제 
16차 KALS Instructor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14차 KALS Instructor 과정 사진>

<15차 KALS Instructor 과정 사진>  
   
8. KALS Training Site 신청서/운영지침 개정 
KALS 분과에서는 2016년 5월 1일 KALS 
Training Site 신청서와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신청 요건보다 완화되
어 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Training Site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협
회 홈페이지(www.kacpr.org) 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 NR위원회구성

직책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간사 조수진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직책 성 명 소 속
위원 김한석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장윤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직책 성 명 소 속
위원 전용훈 인하의대 인하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임기: 2015.02.01~2017.01.31

A L S 위 원 회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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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S 위원회 구성

직책 성 명 소 속
위원장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간사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소위원회

소위원장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김남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위원 김현정 서울대 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위원 노기철 김포우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원 류정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한지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허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직책 성 명 소 속
학술소위원회

소위원장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간사 이진희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진태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위원 서동인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윤종서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장혜영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기: 2015.02.01~2017.01.31

1. 제 100차 PALS Provider 과정 개최
2016년 4월 16일(토)~17일(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제 100차 PALS Provider 과정을 개최하였다. 

2. 2016년도 상반기 PALS 과정은 총 7회 열
렸으며, 총 82명의 PALS provider를 배
출하였다.

N R 위 원 회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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