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심폐소생협회 

정보와 소식

총무, 국제교류 위원회 소식

1.  질병관리본부 경상보조사업(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
램 개정사업) 공개발표회 개최

우리 협회가 질병관리본부의 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한 ‘일반인 심폐
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사업’(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의 개
발 내용에 대한 공개발표회가 2016년 8월 11일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
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공개발표회에는 심폐소생술 일러스트 개발, 교
육 프로그램 개정 과정 및 동영상 시사회, 교육강사 지침, 개정 심폐소
생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결과, 한국심장정지연구 컨소시엄 운영 결과
에 대한 공개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100여명의 심폐소생술 교육 관계
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우리 협회는 지난 4년간 ‘심정
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질
병관리본부의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협회 워크숍 개최

2016년 9월 9일-10일 양일간 우리 협회는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이라

는 주제로 협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원주의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하
였다. 협회의 각 위원장과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35명
의 협회 임원, 위원 및 Faculty가 참여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3.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 총회 

2016년 9월 2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RCA총회에 김성순 이사
장, 황성오 사무총장, 박규남 기획위원장, 송근정 BLS위원장, 정성필 
용어위원장, 윤준성 기획간사가 참석하였다. RCA총회에는 RCA의
장인 대만의 Dr. Tzong Luen Wang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대만, 싱
가포르, 태국, 필리핀, 홍콩으로부터 9명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

다. 

4. 경기도 전철역사 심폐소생술 교육지원 사업 수행
우리 협회는 경기도 전철역사 심폐소생술 교육지원 사업(사업기간: 2016
년 9월~2017년 2월)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경기도 55개 전철역사 근무 
역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환자 발생 초기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
련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도 전철역사의 시민안전도 향상에 기여하는 사
업이다.

5. AHA-KACPR ITC agreement renewal
우리 협회와 AHA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ITC) 계약에 대한 renewal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 협회는 2005년에 
AHA와 ITC agreement를 주고 받은 이후로 AHA의 ITC로서 AHA
교육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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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소식

▶ 기획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박규남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윤준성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영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오상훈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이승준 서남의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최승필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기 : 2015.02.01~2017.01.31

4th KACPR Symposium 2016 
“How to implement new resuscitation guideline” 이라는 부제로 제4회 대
한심폐소생협회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2016년 9월 30일 가톨릭대학

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심폐소생술 관련 단체 400
여명이 참석하였고, 5개의 Session에서 18명의 연자가 참여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Session에서는 2015년에 발표된 AHA Guideline, ERC Guideline등 새로
운 국제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식

▶ 교육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양혁준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실무위원장 김기운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학술분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박인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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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전문소생술분과

분과위원장 차경철 원주연세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분과간사 제상모 차의대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분과간사 박승민 한림의대 한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기 : 2015.02.01~2017.01.31

홍보위원회 소식

▶ 홍보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간사 이승준 서남의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수연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임지용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박종수 고려의대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백진휘 인하의대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조영신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위원 최혜경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김영신 매디컬월드뉴스편집장

위원 김성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윤민섭 The Yoon
위원 박광식 KBS 의학기자

위원 김호중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정재훈 법무법인 소명

임기: 2015.02.01-2017.01.31

1. SNS 활동 현황 (2016년 07월~12월기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개설 일자 2012년 4월 17일 2012년 4월 17일 2016년 3월 8일

팬 수(기간내 상승율) 9470(27.3%) 1672(1%) 140(33.3%)

기간내 게시물(전체) 59개 (총 812개) 57개 (총 958개) 31개 (총 49개)

아이디 KACPR KACPR1 KACPR1

2. Facebook SNS 이벤트 진행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회는 Facebook 상에서 SNS 이벤트를 진행하
였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자동심장충격기와 함께 재미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자신의 타임라인에 게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참가자 중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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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0명을 선정하여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증정하였다.

3. 인포그래픽 공모전

홍보위원회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12월 중으로 시상하여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4. 제4회 심포지엄 홍보부스 운영

홍보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된 심포지엄 참석 
기념품 ‘여행용 파우치’를 제작하였고, 로비에 심폐소생술 홍보 부스

를 설치하여 심폐소생술 경연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60여명
이 참여하였으며, 1등은 아이

패드 미니4(1명), 2등은 커피머
신(2명), 3등은 스타벅스 텀블
러(4명), 4등은 비욘드 바디워

시세트(8명)을 증정하였다.

5. 심폐소생술 릴레이 캠페인

홍보위원회에서는 연합뉴스와 MOU 하여 ‘심폐소생술 릴레이 캠페
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 명칭은 ‘쿵쾅거리며 살아 숨쉬는 심장을 사
랑하자’의 의미를 담은 ‘심쿵애(愛) 릴레이’다. 첫번째 주자로 방송인 
남궁연 씨가 참여하였으며, 다음 심폐소생술 릴레이 주자로 발레리나 
김주원 씨를 추천하였다. 남궁연 씨는 직접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고 
나니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배우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6. 위아자 나눔장터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 운영

홍보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아자 나눔

장터에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장

터를 찾은 가족, 연인, 외국인 등이 평소에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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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며 본 체험 부스를 방문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

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Facebook과 Instagram을 통하여 홍보하였으

며, 기념품으로 치약칫솔세트를 제작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을 받
은 250여명에게 기념품과 수료증을 증정하였다.

BLS 위원회 소식

▶ BLS 위원회 구성

분과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일반인

위원장/
분과위원장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동원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수연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김진우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김현정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일반인 위원 박상욱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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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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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임기: 2015.02.01-2017.01.31

1. BLS TS 신규 지정
2016년 하반기 BLS 위원회 의료인분과에서는 청주대학교, 동주대학

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평택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군장대학교, 

동서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를 신규 BLS TS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전
국의 BLS TS는 207개소이다.

인증일자 BLS TS 명
2016.08.16 청주대학교

2016.08.22 동주대학교

2016.09.04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016.10.15 평택대학교

2016.12.10 한일장신대학교

2016.12.17 군장대학교

2016.12.24 동서대학교

2016.12.27 전주비전대학교

2. 일반인 TS 신규 지정
2016년 하반기 BLS 위원회 일반인 분과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무
등산국립공원사무소, 경상북도 소방학교 BLS 교육센터를 신규 일반
인 TS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전국의 일반인 TS는 16개소이다.

인증일자 일반인 TS 명
2016.09.22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2016.11.15 경상북도 소방학교 BLS 교육센터

3. 2016년 하반기 AHA BLS 강사, KACPR 일반인 강사 배출
2016년 상반기 총 7회의 AHA B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424
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BLS 강사의 수는 2723명이다. 그리

고 2016년 상반기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강사과정 8회를 운영하

여 220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일반인 강사의 수는 2006명이
다.

4. BLS Faculty 세미나 개최

BLS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9일(금), 20일(화)에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에서 BLS Faculty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Fac-
ulty 세미나는 총 31명의 BLS Faculty가 참여하였으며, 2015 Guideline 
변경으로 인한 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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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AHA BLS Instructor 과정 개정
BLS 위원회에서는 2015 AHA Guideline으로 BLS Instructor 과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TFT를 구성하여 7월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16
년 10월 19일 과정부터 2015 AHA Guideline으로 개정된 BLS Instruc-
tor 과정을 시작하였다.

6. 2015 심폐소생술 일반인 및 일반인 강사 과정 개정
BLS 위원회에서는 2015 Guideline으로 일반인 강사 과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TFT를 구성하여 6월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16년 12월 
01일 국군의무학교 번외 과정부터 개정된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과
정을 시작하였다.

7. 사회공헌사업- ‘2016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진행

BLS 위원회는 2014년에 이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11월 11일 세인고등학교(전북)를 시작으
로 18일 대덕고등학교(대전), 23일 아산중학교(충남), 30일 주산초등

학교(충남)까지 총 4개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협회 소속 강
사들이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AED 1대씩을 기증하였고 교육용 기자재(심폐소생술 마네킹 및 교육
용 심장충격기(AED)를 각 학교별로 기증하였다.

8.  질병관리본부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일반인 기초과정 교육 
BLS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8일~9일, 총 6회에 걸쳐 질병관리본부

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대상 심폐소생술 일반인 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196명이 참석하여 188명이 수료하였다.

* AHA BLS 교재 구입 안내

1) 래어달매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구입

     http://www.laerdal.com/kr/
2) 미국심장협회 e-book 홈페이지에서 구입 
     https://ebooks.heart.org/  
*  한글판은 e-book만 구입 가능하며, Instructor 교재 한글판은 현재 미출시.

*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재 구입 안내
2015 개정판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에

서는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용 동영상

과 함께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 
가이드라인 내용에 맞게 교재를 개정 발간

하였다. 

- 군자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구입

   http://www.koonja.co.kr

*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교재 구입 안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제공자 뿐 아니라 일반인

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게 되면서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일반인에게 심
폐소생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일반인 강사과정을 2010년부터 시작하

였고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
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적용한 과정이 필요하
게 되었고 이에 강사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
습니다. 이 교재를 통하여 지침에 맞고 고품
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가장 표준화된 강사가 되기를 기대합
니다.

- 군자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구입 
   http://www.koonj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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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위원회 소식

▶ ALS위원회구성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  현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강구현  한림의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ACLS분과장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KALS분과장 박승민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ALS분과장 제상모  차의대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분과장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

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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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이름 소속

ACLS 분과장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영준 제주의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고봉연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위원 권말숙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권혜란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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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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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

위원 한상진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위원 현진숙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임기: 2015.02.01-2017.01.31

▶ ACLS분과(DALS)구성
구분 성명 소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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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임기: 2015.02.01-2017.01.31

▶ KALS분과구성
구분 성명 소속

KALS분과장 박승민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ALS분과장 제상모  차의대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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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

위원 이귀자  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주은아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위원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임기: 2015.02.01-2017.01.31

▶ 학술분과구성
구분 성명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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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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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LS/KALS TS 신규지정(하반기)
2016년도 하반기 ALS 위원회는 ACLS Training Site 1개소와 KALS 
Training Site 9개소를 신규 Training Site로 지정하였다. 2016년 하반기 현
재 ACLS TS는 총 41개이며, KALS TS는 총 52개이다.

분류 인증일자 TS 명
ACLS TS 2016.07.03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KALS TS

2016.08.06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2016.08.09 광주보건대학교

2016.09.26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16.10.18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016.12.05 서정대학교

2016.12.08 경동대학교

2016.12.2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16.12.20 전주비전대학교

2016.12.27 대원대학교

2.  제 9회 응급의료인을 위한 사례중심 전문소생술 연수강좌 개최

ALS 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금)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제 9회 응
급의료인을 위한 사례중심 전문소생술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다. 올해

로 아홉 번 째를 맞는 ACLS 연수강좌는 ‘2015년 가이드라인’ 의 주제로 

연세원주의대 김 현 ALS 위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10명의 연자들이 
강의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포함
한 330여명의 응급의료인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생들은 다양한 주제 및 
사례중심 교육이 유익했다고 전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앞으로도 참
석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연수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를 통해 전문소생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응급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2016년 하반기 ACLS Instructor 과정 개최

2016년 11월 19일(토)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에서 ACLS 
Instructor 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과정은 2010 Guideline과 2015 Guide-
line 으로 진행되었으며, 5명의 ACLS Faculty가 강사로 참여하여 16명이 
ACLS Instructor 과정을 이수하였다. 2016년 12월까지 ACLS Instructor는 
총 283명이다.
      

4.  제 2차 ACLS 강사 디브리핑 피드백 워크숍 개최 
ALS위원회 ACLS 분과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ACLS 강사 대상으
로 ACLS 디브리핑 피드백 워크숍을 2016년 12월 23일(금) 대한심폐소생

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왕성하게 활동중인 강
사들의 실제 디브리핑 자료를 통해 디브리핑을 보다 더 쉽고 깊은 이해

<184차 ACLS Instructor 과정 사진>  

<제 9회 응급의료인을 위한 사례중심 전문소생술 연수강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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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DALS Provider 과정 개최 

ALS위원회 ACLS분과(DALS)에서는 2016년 12월 11일(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EST center에서 DALS Provider 과정을 진행하였다. 교육
생은 치과 전공의, 개원의 등 모두 6명이었으며, 강사는 서울대 치과마취

과 김현정, 서광석 교수, 단국대 치과 마취과 김승오 교수, 단국대 소아
치과 김동빈 교수, 한림의대 응급의학과 강구현 교수가 참여하였다. 또
한 과정은 치과 여건에 맞추기 위해 대부분 주말에 교육이 이루어졌으
며, 여러 ACLS분과(DALS)위원들의 노력으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 졌다.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 발전된 코스와 content로 
새로운 DALS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6. 제 4차 KALS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개최 
2016년 9월 7일(수, 오전)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에서 KALS IDC 
Workshop을 개최하였다. 3명의 KALS 위원들이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강의는 KALS Provider의 비디오 평가실습, 디브리핑 방법 소개 및 디브
리핑 실습에 관한 내용으로 KALS Instructor들이 조별로 토의를 진행하
면서 강사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7. KALS 신규 Faculty 워크숍 개최
2016년 9월 7일(수, 오후)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에서 KALS Fac-
ulty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추천 받은 Faculty 후보 16명
과 KALS 분과위원 6명이 참여하였으며, KALS 강사과정, 강사개발과
정, 신규강사 모니터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추천 
받은 Faculty 후보 16명은 2017년도에 신규 KALS Faculty로 위촉할 예
정이다.

8. 2016년 하반기 KALS Instructor 과정 개최 
2016년 하반기 총 3회의 KA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47명의 강사
를 배출하였고, 2016년 12월까지 KALS Instructor는 총 728명이다.

< DALS Provider 과정 사진>

<17차 KALS Instructor 과정 사진>  

<18차 KALS Instructor 과정 사진>

<16차 KALS Instructor 과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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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ALS Provider(한국전문소생술) 교재 개정

KALS 매뉴얼 3판에는 바뀐 가이드라인 맞춰 내용을 더 추가하였고 챕
터를 더 세분화 하였다. 약물 치료, 전문 기도 술기, 심정지 후 통합치료 
등 전문 소생술과 관련 된 부분을 더 추가하였으며, 최근 중요성이 더 강
조되고 있는 체외순환 심폐소생술 부분도 따로 챕터를 구분해서 기술
하였다. 심정지 시나리오 부분을 대폭 강화 및 추가 기술해서 프로바이

더 및 인스트럭터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기술하였고 점점 소생팀의 역할
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디브리핑 챕터를 새로 
개설하여 기술하였다. 개정된 교재는 2016년 10월 20일(목)부터 군자출

판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교재구입 : 군자출판사 http://www.koonja.co.kr(검색: 한국전문소생술) 

NR 위원회 소식 

▶ NR 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간사 조수진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김한석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장윤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전용훈 인하의대 인하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임기: 2015.02.01-2017.01.31

PLS 위원회 소식

▶ PLS 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간사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
육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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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학
술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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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대상 PALS Provider 과정 개최
PLS 위원회는 10월 2일(일)~3일(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치
과의사 13명을 대상으로 PALS Provider 과정을 개최하였다.

2.  2016년도 하반기 PALS 과정은 총 8회 열렸으며, 총 89명의 
PALS provider를 배출하였다.

④ 40세 심실세동 심정지로 12분 째 ROSC 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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