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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 협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2년 당
시 심장정지 생존율이 2% 내외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심장정
지 생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했던 발기인 여러분 각각
의 의지와 노력이 현재의 우리 협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동안 우
리 협회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아 소생술, 신생
아 소생술, 교육/실행 분야에 걸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고 개정하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했습
니다. 또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
로써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심 기관이 되었습니다.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를 창설하고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심폐소생술 관련 국제활
동에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
격기 보급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연구자 및 연
구비 지원을 통한 소생의학 연구 지원 활동, 심장정지의 위험성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심장정지로 인
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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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에는 우리 협회의 역사와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
서가 우리 협회의 역사와 활동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심장정지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나라가 심
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백서
를 발간하는 데까지 모든 힘을 쏟아 주신 김준수 간행위원장과 간
행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1일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  황 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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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발생한 ‘COVID-19 pandemic’ 사태가 2021년에도 지
속적으로 국내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나, 대한심폐소
생협회의 교육 및 활동은 멈추지 않고 수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발
간된 2021년 백서 Part 3. 위원회 역할과 활동에서 홍보관 및 교육
장 공간을 협회가 매입하였고, “Challenges and sustainability 
of KACPR”이라는 주제로 협회 발전을 위한 협회 워크샵이 개최되
었고, 협회 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위원회가 구성되어 향후 미
래전략보고서 준비 중인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
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발행되어 협회 홈페이지와 질병
관리청 홈페이지 업로드 되고, 코로나 감염의 장기화로 비대면 교
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Blended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ask 
force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서의 각 위
원회의 교육 및 활동 사항에서 심폐소생 교육 과정 개발과 교육자 
및 피교육자에 관한 세미나와 교육이 중단됨이 없이 진행된 것과 
대외협력 활동, 사회공헌 위원회 활동, 홍보, 임상연구과제 지원 활
동과 부록에서 각종 교육 관련 통계와 간행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간행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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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매년 방대한 양의 협회 기록을 수집, 정리, 교정을 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사무국 직원들과 백서 발간 전 원고를 검토해 주신 
간행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1일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

간행위원장  김 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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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은 일시적으로 심폐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기초적인 의료기술로 모
든 의료인과 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의료기술입니다. 서구에서는 표준화된 심폐소생
술을 널리 보급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급사 환자의 생명을 구해 개인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도
록 하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급사에 의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여러 분야의 의료기술은 첨단을 달리고 있는 현실에 반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과 보급은 아
직도 의료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장마비 또는 호흡 마비환자는 긴급한 응급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일반인 및 의료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공
동지침과 교육 및 보급을 관장하는 통합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심폐소생술의 표준화
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마다 외국의 심폐소생술 지침을 각각의 실정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정지된 환자가 생존하려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의료행위뿐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등 사회, 행정적
인 측면, 심폐소생술의 보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요소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순환기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정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심폐
소생술에 관한 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공동추진위원회(joint steering committee)를 결성하였습
니다.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연구와 지침 제정,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전담 기구인 대한심폐소생협회를 2004년 설립하였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1) 우리나라 심폐
소생술 지침 제정,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구, 3) 심폐소생술 지침의 전파 및 교육, 4) 심폐소생술에 관
한 국제단체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의료인뿐 아니라 유관 단체의 비의료인도 참여하는 multi-
disciplinary organization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설립취지문(2004년 법인 설립 당시)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설립 목적

1.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지침 제정     2. 심폐소생술 대한 연구

3. 심폐소생술 지침의 전파 및 교육  4. 심폐소생술에 관한 국제단체와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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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대한순환기학회

김성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영훈 고려의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오동진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이문형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대한마취과학회
김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홍용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신경과학회
구자성 을지의대 노원병원 신경과
이용석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신경과
홍근식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이병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영주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응급의학회

김경환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민용일 전남의대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길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이부수 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원재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임경수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황성오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황정연 국립의료원 응급의학과

대한소아과학회
고재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재영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김현정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마취과

대한간호학회
김소선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김정화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대한간호협회
박은옥 이대목동병원 외래간호과
조정숙 서울대병원 간호행정팀

대한적십자사 신동인 대한적십자사 안전과
한국응급구조학회 김진회 서울소방학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이희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
변호사 이창훈 이창훈법률사무소
회계사 박재환 ㈜세림 FAS

(사)대한심폐소생협회 설립 발기인 명단(2004년)

(소속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설립 당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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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미션과 비전

우리 협회는 국민에게 심장정지의 위험성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시
키고 심폐소생술을 교육,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건
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폐소생술로’는 ‘심폐소생술이라
는 수단을 통하여’ 라는 의미로서 ‘우리 협회의 목적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
식 확산, 심폐소생술의 교육, 보급’을 포함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심
장정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심폐소생술 보급으로 심장정지 발생률이 낮아지
고 심장정지가 발생하더라도 생존사슬을 통하여 생존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
적으로는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하고 개인적으로는 심장정지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의미이다.

미션

심폐소생술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보급하는 교육기관

우리 기관은 검증된 교육 방법으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
육한다. 또한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심기관이 된다.

심폐소생술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기관

우리 기관은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발전
된 심폐소생술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기관이 된다. 또한 개발된 교육방법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교
육의 품질을 높이는 선도 기관이 된다.

과학적 근거로 심폐소생술 

지침을 제정하는 학술기관

우리 기관은 심장정지와 심폐소생술을 연구하는 학술활동을 하며, 과학적 근
거를 바탕으로 심폐소생술 지침을 개정하여 국가 표준 지침을 제정하는 중심 
기관이 된다.

국민에게 심장정지와 

심폐소생술을 알리는 

참여기관

우리 기관은 심장정지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 간행, 사회공헌,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하여 심장정지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심
장정지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가정책 개선에 참여한다.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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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가 발생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생명 
사랑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 사랑은 우리 협회 활동의 가장 바탕이 되는 
핵심가치이다.

생명 사랑

우리 협회는 의학전문단체로부터 비의료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설립되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전문가로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동기를 가진 다양
한 직종의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 구성 단체 간,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은 우리 기
관이 개방된 공동체로서 모든 구성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가치이다.

소통과 

협력

우리 협회는 발전된 심폐소생술 방법을 개발하고 과학적 근거로 심폐소생술 지침
을 제정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다수의 일반
인에게 보급하려면 우리 기관이 개발한 전문적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우리 기관이 개발한 심폐소생술 교육 방법의 활용과 
심폐소생술 지침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가치이다.

전문성과 

접근성

우리 협회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보급을 통하여 사회공헌을 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우리 협회의 운영자와 우리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게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활동을 통하여 우리 기관에 대
한 내, 외부로부터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

윤리와 

신뢰

우리 협회에서의 활동은 대가가 없는 자원봉사이다. 우리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협회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이 유일한 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와 

공헌

5대 핵심 가치(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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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구성

총회
총회는 각 유관단체로부터 추천된 사람이거나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정회원 등록 절차를 마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이사회는 각 유관단체로부터 추천되어 총회의 추인을 받은 이사로 구성되며, 1인의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정한다.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질 운영체로서의 역할
을 한다. 2인의 감사가 협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담당한다.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 이사에게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회의 특성과 업무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총무, 기획, 국제교류, 재무, 교육, 간행, 
홍보 실무이사를 운영한다.

협회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이사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과 심폐소생술 지침의 제정 및 연구를 위하여 학술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학술위원회는 각각 기본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위
원회, 전문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위원회, 소아소생술(Pediatric Life Support, 
PLS)위원회, 신생아소생술(Neonatal Resuscitation, NR)위원회를 운영하며, 실무위원회로서
는 재무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간행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연구위원
회,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사회

임원

(이사)

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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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교육
Education

기본소생술
BLS

전문소생술
ALS

소아소생술
PLS

신생아
소생술

NR

간행
Publication

기획
Planning

대외협력
International

재무
Finance

홍보
Public relation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연구
Academic

affair

실행위원회

감사
Corporation supervisors

이사장, 이사회
Chair, Board of directors

사무총장
General secretary

운영위원회
Operation committees

사무국
Administration office

전문위원회
Taskforce committees

관리운영팀
Administration team

교육지원팀
Education team

총회
General assembly

Executive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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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사)대한심폐소생협회 5대 이사진
구분 성명 소속

이사장 황성오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사무총장 정성필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
김성순 前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
이문형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대한심장학회 이사
오세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최기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응급의학회 이사
정경운 전남의대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승필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응급의학과

대한간호협회 이사 정은희 서울대병원 간호행정교육팀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 김진태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대한신경과학회 이사 전상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이사 윤종근 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대한적십자사 이사 정민희 대한적십자사 본사 국내사업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이창훈 이창훈법률사무소
박재환 중앙대학교

(사)대한심폐소생협회 위원장
구분 성명 소속

재무위원장 이문형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간행위원장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기획위원장 오제혁 중앙의대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홍보위원장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위원장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대외협력위원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사회공헌위원장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연구위원장 김원영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BLS 위원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ALS 위원장 김   현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PLS 위원장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NR 위원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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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사무총장 정성필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관리운영팀
박은주 대한심폐소생협회 관리운영팀 팀장
김찬양 대한심폐소생협회 관리운영팀 사무원

교육지원팀

김길남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팀장
신미애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주임
김유리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사무원
김율희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사무원

사무국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간사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정윤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욱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종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윤병길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종승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2021.09.14 위촉

간행위원회

교육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실무위원장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2021.12.21 간사위촉

학술분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공태영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태호 노태호바오로내과 2021.12.21 위촉
박혜지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2021.12.21 위촉
신종환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오영택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윤희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간호팀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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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오제혁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안치원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오재훈 한양의대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승목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홍기정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홍원표 소방청 119 구급과
조준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기획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학술분과 위원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정원중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2021.12.21 위촉
정  훈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2021.12.21 위촉
최대해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한상수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2021.12.21 위촉

KALS 분과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간사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KBLS 분과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BLS 분과간사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PALS 분과장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KPALS 분과간사 장혜영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KNR 분과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KNR 위원 이정현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RA 분과장 김영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RA 분과간사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형구 한양의대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정윤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오제혁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좌민홍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병국 전남의대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대외협력위원회



 Part 1  대한심폐소생협회 설립

19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김용인 서울산보람병원 응급의학과
박수아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방성환 대전보건대학교 특전의무부사관과
오현미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우선희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윤병길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귀자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영희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이태헌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장경민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정호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지현경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사회공헌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수연 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영신 메디컬월드뉴스 편집장
박종수 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방성환 대전보건대학교 특전의무부사관과
송효숙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 갑)
정필중 소방청 119구급과
최혜경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홍일한 용인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홍보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원영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김윤정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고벽성 한양의대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민정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중헌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정호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고려의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윤준성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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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   현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ALS 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신승렬 인하의대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ALS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일반인 분과위원장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일반인 분과위원

김미연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수연 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수일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진철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우선희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태헌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지현경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최성수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의료인 분과위원장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인 분과위원

김강님 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재범 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류지호 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창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이동건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최일국 천안충무병원 응급의학과
황   용 원광의대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장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

김진욱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송소현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이명렬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BL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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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ALS 위원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   진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윤영훈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ACLS 분과장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ACLS 분과위원

김수현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2021.07.07 위촉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상오 건국의대 건국대학교 응급의학과
신중호 고려의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우인정 삼성서울병원 CPR운영실 2021.07.07 위촉
위   진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윤애린 삼성서울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최욱진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DALS 분과장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DALS 분과위원

감명환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승오 단국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종빈 단국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김현정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서광석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양훈주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턱교정수술센터
이정우 경희치대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유승화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지성인 단국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이승현 샘치과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간사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신율 영남의대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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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KALS 분과위원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윤영훈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슬기 동의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행정교육팀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부위원장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간사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분과장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분과 간사 최재연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육분과위원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정윤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현정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이종승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수인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지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 분과장 장혜영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 간사 서동인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 분과위원

김   승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태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류정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장원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희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중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PL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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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간사 최용성 경희의대 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의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염숙경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NR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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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관 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 연구

협회의 창립 과정과 국내 유관단체와의 교류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폐소생술과 연관된 여러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탄생하였다. 우리 협회는 
1999년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순환기학회(현 대한심장학회)가 심폐소생술의 보급과 연구를 위한 공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태동되었다. 2002년 우리 협회의 창립 과정에는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순환기
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적십
자사 등 심폐소생술의 연구, 교육, 보급과 관련한 모든 전문단체가 참여하다. 현재에도 우리 협회를 운영
하는 이사진은 협회의 창립에 참여하였던 각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유관단체 중 대한
순환기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다. 우리 협회와 대한순환기학회는 2004년 대
한순환기학회가 개최한 심장의 날 행사와 2005년 개최된 세계 심장의 날 행사에서 심폐소생술 공개강좌
와 심폐소생술 체험 실습 부스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홍보와 보급에 협력하
였다. 대한응급의학회와는 2005년, 2006년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한 바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 기관과의 협력
심폐소생술 분야는 응급, 심장, 소아 관련 의료전문가와 보급을 위한 교육전문가, 교육실행을 위한 다양
한 단체가 함께 활동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다학제 성격의 단체인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앞으로도 우리나
라 심폐소생술의 홍보, 보급, 연구,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단체 및 전문가와 교류하고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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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 연구

심혈관질환, 응급질환 관련 다양한 국제학술단체가 학술 교류를 통하여 심폐소생술에 관한 국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관련 단체는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최신의 심폐소생술을 국민들에
게 보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외교
류를 시작한 단체이다. 우리 협회의 국제 교류 활동은 교육 분야에서부터 심폐소생술 국제지침 제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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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과 교육 및 활동

사무국

간행위원회 

기획위윈회

대외협력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연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본소생술(BLS)위원회

전문소생술(ALS)위원회

소아소생술(PLS)위원회

신생아소생술(NR)위원회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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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사무국 역할
사무국은 협회 내부 업무 및 외부 업무와 연관된 사무, 회원의 관리, 금전 출납 및 법인 세무와 연관된 사
무업무를 담당한다. 

- 사무국의 운영과 구성
사무국의 총괄 관리는 사무총장이 담당하며,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
은 관리운영팀과 교육지원팀으로 구성하며, 관리운영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
며, 교육지원팀은 교육에 관한 제반 관리 및 지원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사무총장 정성필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관리운영팀
박은주 대한심폐소생협회 관리운영팀 팀장

김찬양 대한심폐소생협회 관리운영팀 사무원

교육지원팀

김길남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팀장

신미애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주임

김유리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사무원

김율희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사무원

교육 및 활동
- 2020 AHA Instructor 교재 구매 등록 시스템 구축
우리 협회는 AHA의 “강사 1인당 e-book 1구매”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강사들의 교재 구매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개발 진행하였으며, 변경된 홈페이지는 2021년 2월 25일에 오픈하였다.

- 협회 운영위원회 워크샵 개최
2021년 7월 2일-3일 “Challenges and sustainability of KACPR”이라는 주제로 협회 발전을 위한 협회 
운영위원회 워크샵을 속초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하였음. 협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협회 미션과 미래
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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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고정자산(홍보관&교육장) 매입 
2021년 8월 12일 대명벨리온 511호에 대한 구매가 완료되었다.
◆ 고정자산 매입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511호
◆ 매입 규모: 전용면적 117.69 m
◆ 소요 비용: 약 1,669,834,400원 [매입가 1,586,454,400원, 등록세 및 취득세 약 72,700,000원]

- 협회 워크샵 개최
2021년 12월 7일 “Challenges and sustainability of KACPR”이라는 주제로 협회 발전을 위한 협회 워
크샵을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음. 협회 운영위원, 분과장 들이 참석하여 협회 미션과 
미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미래전략위원회 운영
협회의 장기 발전에 관한 논의를 위한 미래전략위원회가 구성(2021년 11월 8일, 위원장: 이사장, 위원: 8
명)되어 협회의 장단기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4차 회의)이며, 미래전략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중이다.

-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발행
협회와 질병관리청이 개정한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연구책임자: 황성오)이 대한응급의학회지, 
Clinical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에 발표되었으며,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다.

- Blended 교육 프로그램 개발 taskforce 운영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blended course 개발을 위한 Blended 교육 프로그램 개발 
taskforce (위원장: 정성필 사무총장)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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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협회에서의 간행 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간사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정윤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욱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종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윤병길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종승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2021.09.14 위촉

교육 및 활동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지 발간

대한심폐소생협회 하반기 소식지

발행인 황성오

편집인 김준수

발행일자 2021년 12월 31일

발행부수 700부
목차 • News Highlight: 2021년 대한심폐소생협

회의 사회공헌사업
• CPR 칼럼: 한국전문소생술(Korean 

Advanced Life Support) 개정 
• CPR 교실: 소아 전문소생술
• 심정지 증례: 의사 – 소아환자의 CPR

• 심정지 증례: 응급구조사 – 퇴원 후 생존사
슬에 묶인 환자

• Journal Review: 심정지 환자에서 목표체온
유지치료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까?

• 대한심폐소생협회 정보와 소식
• 2021 KACPR 교육현황

대한심폐소생협회 상반기 소식지

발행인 황성오

편집인 김준수

발행일자 2021년 6월 30일

발행부수 700부
목차 • News Highlight: 2020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과정 변화와 향후 운영
• CPR 칼럼: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슬기로운 

일반인 심폐소생술’
• CPR 교실: 2020 심정지 후 치료 가이드라인
• 심정지 증례: 의사 – 출산 후 광범위 폐색전증
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 심정지 증례: 
응급구조사 – 남편을 살린 심폐소생술

• Journal Review: Outcome in refractory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an ECPR protocol

• 대한심폐소생협회 정보와 소식

간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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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영문소식지(NEWSLETTER) 발간

대한심폐소생협회 영문 소식지(NEWSLETTER)

발행인 황성오

편집인 김준수

발행일자 2021년 9월

발행부수 50부

목차


Greetings from President

Greetings from Chairman of the publication committee 

News Highlight: Main Contents of the 2020 Korean CPR guidelines

CPR Column: About Hot debriefing

Information and News about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Statistics of CPR Education in KACPR

2020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발간

2020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발행인 황성오

편집인 김준수

발행일자 2021년 7월 16일

발행부수 45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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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협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용역사업의 관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오제혁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안치원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오재훈 한양의대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승목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홍기정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홍원표 소방청 119구급과

조준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및 활동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8회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포지엄은 비대면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2021
년 9월 2일 개최하였다. Resuscitation KOREA 2021로도 명명된 이번 행사는 “2020년 개정 발표된 심폐소
생술 지침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소생술의 미래”를 주제로 총 두 개의 파트, 13개의 세션에서 32명의 
연자가 개정된 심폐소생술 지침의 내용과 함께 감염병 대유행 사태 이후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시행에 대한 
강의를 발표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행사였음에도 의료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심폐소생술 관련 단체에서 
총 2400여명이 등록하여 수강을 하였으며, 온라인 질의응답을 통해 활발한 의견 교류를 하였다.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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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협회의 국내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미국심장협회의 국제교육기구(Inter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형구 한양의대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정윤 고려의대 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오제혁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좌민홍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병국 전남의대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대외협력 활동
대외협력위원회는 아시아소생위원회(RCA) 및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와의 국제 교류 활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소생위원회(RCA) 회의 참석
2021년 RCA meeting은 지난 12월 17일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RCA session: 2021 ACLS update & 
Asian Resuscitation Guidelines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RCA Chairman으로 대한심폐소생협회 정성
필 사무총장이 선출되었다.

-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 회의 참석
ILCOR에서 TF member application을 통해 이미진 교육위원장이 ILCOR EIT member 확정되었다.

대외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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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2021

위원회 역할
협회의 사회적 책무와 사회공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위원

김용인 서울산보람병원 응급의학과

박수아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방성환 대전보건대학교 특전의무부사관과

오현미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우선희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윤병길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귀자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태헌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장경민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정호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지현경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 및 활동
-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심폐소생술 수기 공모전 사업
2021년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와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
으로 2021년 8월 17일부터 10월 15일 동안 심폐소생술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출품작 31명 중 13명
의 수상자를 선정 발표함.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상자에게 부상을 
발송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 대상: 성인부분(일반인), 성인부문(보건의료인), 학생부문(초, 중, 고)

- 접수기간: 2021년 8월 17일(화) ~ 2021년 10월 15일(금)

사회공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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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공모전 출품작 수

구분 출품작 수

성인(일반인) 18

성인(보건의료인) 13

학생(초, 중, 고) 0

- 수상자 명단

구분 시상내역 성명(가나다순)

전체 대상(1명) 김건희

성인부문
(일반인)

최우수상(1명) 강정운

우수상(2명)
임도윤
황유나

장려상(1명) 김선일

성인부문
(보건의료인)

최우수상(1명) 김영호

우수상(2명)
고영아
김형욱

장려상(5명)

강동진
김현정
박연규
박지숙
신다해

-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기증 사업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기증하였다.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5개 선정기관

동방근로작업장
(평택시)

성남시보호작업장
(성남시)

성남시한가람 보호작업장
(안산시)

성만원
(용인시)

소울베이커리
(고양시)

신망애이룸터
(남양주시)

양혜근로사업장
(이천시)

엘림보호작업장
(수원시)

일굼터
(파주시)

위캔센터
(고양시)

차오름
(남양주시)

청음공방
(포천시)

푸른동산보호작업장
(안산시)

혜성일터
(안성시)

화성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양감점(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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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21

위원회 역할
협회의 내부 및 외부 연구 사업의 운영,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원영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김윤정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고벽성 한양의대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민정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중헌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정호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고려의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윤준성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활동
- 대한심폐소생협회 임상연구과제 공모 및 심사결과 발표
심폐소생술에 관한 연구,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수행에 관한 연구와 함께 최근 감염환경에서의 심폐소
생술 교육과 실제 환경에서의 시행의 안전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연구지원을 제공하고자 2021년 임상 연
구과제 공모를 진행하였다. 2021년 4월 19일(월)~2021년 5월 14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과제 6건을 선정하였다. 

- 최종 지원사업 : 6개

연구 책임자 소속 연구 책임자 소속
김 O 성 서울아산병원 심 O 식 나사렛대학교
김 O 정 서울아산병원 안 O 연 원광대학교
박 O 혜 세명대학교 이 O 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책임자의 성명 중간은 ‘O’으로 표기함.

- Signa Vitae 논문 지원 
Signa vitae(SCIE, IF 0.63)에서 Special issue를 제안받아 “Selected papers from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2021”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관련(교육포함) 연구를 투고받고 있음을 협회 Instructor 및 위원에게 
안내메일 발송하였으며, Peer review 후 최종 게재확정 시 게재료를 협회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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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협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심폐소생술의 날 행사 등 심폐
소생술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김수연  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영신  메디컬월드뉴스 편집장

박종수  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방성환  대전보건대학교 특전의무부사관과

송효숙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 갑)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정필중  소방청 119구급과

최혜경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홍일한  용인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육 및 활동
- SNS 활동

2021년 기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누적 fan수 10,418 1,485 477

분기당 평균 상승률 -0.008% -0.48% 3.62%

누적 게시물 수 1,128 1,202 221

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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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교육위원회는 교육관리와 교육개발을 담당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 교육장
(training site)의 지정 기준 제정, 교육장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일반적 지침 제정, 교육강사 교육 및 관
리에 대한 일반적 지침 제정, 교육 현황의 종합 및 관리,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실무위원장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2021.12.21 간사 위촉

학술분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공태영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태호 노태호바오로내과 2021.12.21 위촉
박혜지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2021.12.21 위촉
신종환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오영택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윤희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간호팀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정원중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2021.12.21 위촉
정  훈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2021.12.21 위촉
최대해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한상수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2021.12.21 위촉

KALS 분과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간사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KBLS 분과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BLS 분과간사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PALS 분과장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KPALS 분과간사 장혜영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KNR 분과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KNR 위원 이정현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RA 분과장 김영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RA 분과간사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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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활동
- 제 9회 KACPR 온라인 통합 Course Director Course 개최
2021년 1월 26일(화)~27일(수) 2일간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 개
정 안내 및 과정 운영을 위한 TS 유의사항에 대해 CDC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일반인 강사 보수교육 개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한 교육진행이 어려웠던 협회 일반인 강사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주관하
고 일반인 분과가 함께하여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일 5일간 약 90분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
그램을 개최하였다.

- TS 운영지침 &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지침 개정 공지
일반인, KBLS, KALS, BLS, ACLS TS 운영지침과 교육 프로그램 통합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협회 홈페이
지 공지 및 TS Director, Coordinator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위기에 관한 내용, TS 실사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고, 최신 PAM Manual 버전으로 내용이 수정되
었다.

- 2020 KBLS Provider 과정 개정 & 2020 KBLS Instructor 과정 개발
KBLS TFT를 구성하여 KBLS Provider 교재, 동영상, 교육 서류를 2020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 맞
게 개정하였고, KBLS Provider 교재는 2021년 12월 8일에 출판되었으며, KBLS Provider 동영상
과 교육서류는 2021년 12월 21일에 BLS/KBLS TS로 배포되었다. 또한 KBLS TFT를 구성하여 KBLS 
Instructor 과정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강의록 및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KBLS Instructor 교
재는 2022년 3월 28일에 출판되었다. 

- K-PALS 교육 과정 개발
K-PALS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하여 3개의 팀(교재 개발팀, 시뮬레이션팀, 동영상팀)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
으며, 2021년도에 총 10번의 회의 및 1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KPALS Provider 교재와 시나
리오 각본 및 평가표는 제작 중에 있으며, 2022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제 10회 KACPR 온라인 통합 CDC(Course Director Course)& Faculty Seminar 개최
2021년 12월 16(목)~27일(월) 11일간 2021년 이후 변경되는 교육과정 운영 개편과 향후 전망 및 
Faculty 규정 및 변경 안내에 대해 CDC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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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기본 소생술 지침의 개발, 기본 소생술 교육 관리 및 수행, 기본 소생술 교육장의 지정 및 관리, 기타 기본 
소생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일반인 분과위원장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일반인 분과위원

김미연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수연 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수일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진철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우선희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태헌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지현경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최성수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의료인 분과위원장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인 분과위원

김강님 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재범 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류지호 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창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동건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일국 천안충무병원 응급의학과

황   용 원광의대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장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

김진욱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송소현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이명렬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기본소생술(BL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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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활동
- 2021년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과정 
2021년 총 7회의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을 운영하여 122명의 강사를 배출하였
고, 현재 일반인 강사의 수는 1,387명이다.

제 211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21년 3월 30일(화) ~ 3월 31일(수)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미연(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우선희(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윤병길(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2명

제 212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21년 4월 21일(수) ~ 4월 22일(목)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송근정(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우선희(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19명

수료인원 18명

제 213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21년 6월 16일(수) ~ 6월 17일(목)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박창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최일국(천안충무병원 응급의학과)

황   용(원광의대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19명

수료인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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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21년 8월 17일(화) ~ 8월 18일(수)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장경민(부천대학교 간호학과)

박창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우선희(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6명

수료인원 16명

제 215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21년 8월 21일(토) ~ 8월 22일(일)

교육장소 경기대학교

참여강사

이중의(성남시의료원)

고재욱(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선애(대한심폐소생협회)

김수연(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진욱(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29명

수료인원 25명

제 216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21년 10월 20일(수) ~ 10월 21일(목)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김재범(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건남(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5명

수료인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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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21년 12월 14일(화) ~ 12월 15일(수)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권려원(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박창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8명

수료인원 18명

- 2021년 AHA BLS Instructor 과정
2021년 총 7회의 AHA B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122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BLS 강사의 
수는 1,989명이다.  

제 251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3월 17일(수)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창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태헌(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0명

수료인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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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2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4월 10일(토)

교육장소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미숙(춘해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김용인(서울산보람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우(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진철(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윤병길(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25명

수료인원 24명

제 253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5월 13일(목)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장용수(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박창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조준휘(강원의대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일국(천안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0명

수료인원 19명

제 255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8월 25일(수)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문중범(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윤병길(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16명

수료인원 16명



 Part 3  위원회 역할과 교육 및 활동

47

제 256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0월 26일(화)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우선희(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김미연(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중호(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장경민(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교육인원 16명

수료인원 13명

제 257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1월 3일(수)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강구현(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고재욱(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옥현(청암대학교)

한미라(대동대학교)

교육인원 16명

수료인원 15명

제 259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1월 30일(화)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송근정(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우선희(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8명

수료인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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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수

2021 BLS TS 211개소

2021 신규 지정 BLS TS 0 개소

2021 KBLS TS 8개소

2021년 신규 지정 KBLS TS

(BLS TS에서 전환)

[2021.03.19] 공주대학교
[2021.03.24]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2021.04.08] 순천제일대학교
[2021.04.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21.06.2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2021.10.06] 영진전문대학교
[2021.11.29] 경상북도 소방학교
[2021.12.09] 천안충무병원

2021년 일반인 TS 38개소

2021년 신규 지정 일반인 TS

[2021.06.01]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민체육센터
[2021.07.12] 인일여자고등학교
[2021.08.20] 대통령경호처
[2021.11.03] 경기대학교
[2021.12.09] 남구119안전교육센터

*지정 취소
[2021.06.30] 한국마사회
[2021.07.09] (주)에스원
[2021.07.09] (주)한교문

-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보수교육 개최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안내와 코로나-19로 인해 강사증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 강사의 교육 경력 인정을 위해 일반인 강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일자: (1차) 1월 26일 ~ 2월 1일

            (2차) 2월 22일 ~ 2월 26일
•방법: 온라인 보수교육 동영상 시청(약 90분) 시 일반인 기초과정 1회 교육 횟수 제공
•참여 강사 인원수: 총 7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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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이드라인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동영상 제작
질병관리청 일반용역사업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도영상 및 온라인 교육 과정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교재’ 개정 및 출간
2020 심폐소생술 지침에 맞게 개정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과 ‘일반인 강사 교재’를 2021년 12월 
17일에 출간하였다.

- 일반인 교육과정 수시 실사 진행
일반인 교육을 진행하는 일반인 TS, BLS TS, 개인활동강사를 대상으로 10회의 수시 실사를 진행하였다.

- 일반인, BLS, KBLS TS 운영지침 개정
일반인 TS, BLS TS, KBLS TS 운영지침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적용되었다.

- 2020 AHA BLS Instructor 과정 개정
BLS Instructor 과정을 2020 AHA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2021년 3월 17일 과정부터 적용하
였다.

- AHA HeartCode BLS 예비 과정 진행 및 오픈
AHA HeartCode BLS 과정 오픈에 앞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2021년 6월 21일에 AHA 
HeartCode BLS 예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6명의 Provider를 배출하였다.
HeartCode BLS 과정은 2021년 9월 1일에 정식 오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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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위원회 역할
전문 소생술 지침의 개발, 전문 소생술 교육 관리 및 수행, 전문 소생술 교육장의 지정 및 관리, 기타 전문 
소생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   현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ALS 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신승렬 인하의대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  진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윤영훈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ACLS 분과장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ACLS 분과위원

김수현 서울아상병원 시뮬레이션센터 2021.07.07 위촉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상오 건국의대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신중호 고려의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우인정 삼성서울병원 CPR운영실 2021.07.07 위촉
위  진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윤애린 삼성서울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최욱진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소생술(AL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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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DALS 분과장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DALS 분과위원

감명환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승오 단국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종빈 단국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김현정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서광석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양훈주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턱교정수술센터
이정우 경희치대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유승화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이승현 샘치과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간사 박승민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신율 영남의대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신태용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윤영훈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슬기 동의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행정교육팀

교육과 활동
- 2021년 AHA ACLS Instructor 과정
2021년 총 2회의 AHA AC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13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ACLS 강사의 수는 총 2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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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차 AC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0월 2일(토)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나상훈(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강구현(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교육인원 11명

수료인원 8명

제 258차 AC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1월 20일(토)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이정훈(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류지호(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6명

수료인원 5명

- 2021년 KALS Instructor 과정
2021년 총 5회의 KA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81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KALS 강사의 수는 총 791명이다.

제 41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02월 08일(토)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차경철(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백진휘(인하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우선희(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아(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0명

수료인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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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06월 12일(토)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박효은(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미영(서울아산병원 세뮬레이션센터)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   진(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이슬기(동의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육인원 19명

수료인원 15명

제 43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09월 11일(토)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김수현(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우선희(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탁양주(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19명

수료인원 18명

제 44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09월 16일(목)

교육장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참여강사

차경철(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신태용(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윤영훈(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8명

수료인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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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2월 11일(토)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센터

참여강사

권희경(서울대학교병원 내과간호과)

변규리((사)국민안전교육협회 응급재난시뮬레이션센터)

신태용(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이정아(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주은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행정교육팀)

교육인원 16명

수료인원 14명

- TS 수

2021년 ACLS TS 총 43개소

2021년 신규 지정 ACLS TS [2021.12.17] 경동대학교

2021년 DALS TS 총 1개소

2021년 신규 지정 DALS TS 0개소

2021년 KALS TS 총 80개소

2021년 신규 지정 KALS TS

[2021.05.22]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 센터
[2021.07.02]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021.08.10] 경북보건대학교
[2021.08.13] 조선간호대학교
[2021.08.26]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2021.12.26] 대구대학교

- ACLS, KALS TS 운영지침 개정
ACLS TS, KALS TS 운영지침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적용되었다.

- 한국전문소생술(KALS) 4판 교재 출간
2020 심폐소생술 지침에 맞게 개정된 ‘한국전문소생술’ 4판 교재를 2021년 11월 5일에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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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소아 소생술 지침의 개발, 소아 소생술 교육 관리 및 수행, 소아 소생술 교육장의 지정 및 관리, 기타 소아 
소생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부위원장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간사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분과장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분과 간사 최재연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분과위원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정윤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현정 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이종승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수인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지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 분과장 장혜영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간사 서동인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 분과위원

김   승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태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류정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장원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희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중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소생술(PL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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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활동
- 2021년 AHA PALS Provider 과정
2021년 총 7회의 AHA PALS Provider 과정을 운영하여 8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제170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05월 29일(토)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김정윤(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지숙(성애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숙(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진희(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2명

수료인원 12명

제171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06월 25일(금)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송미경(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염석란(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종승(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진희(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2명

제172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0월 30일(토) ~ 31일(일)

교육장소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참여강사

서광석(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승오(단국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종빈(단국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김현정(서울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박일성(신도시이진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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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07월 10일(토) ~ 11일(일)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장혜영(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연(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지숙(성애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정윤(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1일차

서동인(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2일차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4명

제174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09월 04일(토) ~ 05일(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박일성(신도시이진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주령(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중범(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0명

수료인원 10명

제175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0월 01일(금) ~ 02일(토)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이종승(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서동인(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1일차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2일차

최재연(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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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21년 12월 18일(토) ~ 19일(일)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정진희(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김지숙(성애병원 소아청소년과) -1일차

송미경(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정(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최재연(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2일차

교육인원 12명

수료인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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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신생아소생술 지침의 개발, 신생아소생술 교육 관리 및 수행, 기타 신생아소생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한다.

위원회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간사 최용성 경희의대 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의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염숙경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과 활동 

- 대한심폐소생협회 발간 신생아 소생술 책자 제작
신생아 소생술 소책자 제작 관련 최종 편집 및 표지 시안 검수 후 2021년 12월 말 발간했다.

신생아소생술(NR)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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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통계[2021년]

아래의 자료는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협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던 2021년 심폐소생
술 교육의 통계 자료(참석자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국내의 모든 심폐소생술 교육의 현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 성별 교육생 현황
- 성별 일반인 과정 교육생 현황

     

성별 일반인 기초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1,356

1,871

성별 일반인 심화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5,463
7,467

성별 일반인 강사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7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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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기본소생술(KBLS) 과정 교육생 현황
   * 기본소생술(KBLS) 강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음.

     

성별 KB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2,174

7,217

- 성별 한국전문소생술(KALS) 과정 교육생 현황 

     

성별 KB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2,344

7,705

성별 KBLS Instructo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38

54

- 성별 치과전문심장소생술(DALS) 과정 교육생 현황
   * 치과전문심장소생술(DALS) 강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음.

     

성별 DA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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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기본소생술(BLS) 과정 교육생 현황

     

성별 B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27,735

7,219

성별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100

30

- 성별 전문심장소생술(ACLS) 과정 교육생 현황 

     

성별 AC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1,408

719

성별 ACLS Instructo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7

10

- 성별 소아전문소생술(PALS) 과정 교육생 현황
  * 소아전문소생술(PALS) 강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음.

        

성별 PA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남
여

6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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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교육생 현황 

- 지역별 일반인 과정 교육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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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별 일반인 기초 과정 교육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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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별 일반인 강사 과정 교육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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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기본소생술(KBLS) 과정 교육생 현황
   * 기본소생술(KBLS) 강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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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별 KB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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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한국전문소생술(KALS) 과정 교육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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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별 KA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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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별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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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치과전문소생술(DALS) 과정 교육생 현황
   * 치과전문심장소생술(DALS) 강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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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별 DALS Provider 과정 교육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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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기본소생술(BLS) 과정 교육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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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문심장소생술(ACLS) 과정 교육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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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소아전문소생술(PALS) 과정 교육생 현황
   * PALS 강사과정은 2014년 이후 진행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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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교육(교육 횟수, 교육생 수) 현황

- 월별 일반인 과정 교육(교육 횟수, 교육생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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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생술(KBLS) 강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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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한국전문소생술(KALS) 과정 교육(교육 횟수, 교육생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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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치과전문소생술(DALS) 과정 교육(교육 횟수, 교육생 수) 현황
   * 치과전문심장소생술(DALS) 강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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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기본소생술(BLS) 과정 교육(교육 횟수, 교육생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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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전문심장소생술(ACLS) 과정 교육(교육 횟수, 교육생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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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소아전문소생술(PALS) 과정 교육(교육 횟수, 교육생 수) 현황
   * 소아전문소생술(PALS) 강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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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Training Site)별 교육(교육 횟수, 교육생 수) 현황

- 일반인

순
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일반인 기초 일반인 심화

교육 횟수 교육생 수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 BLS교육지원팀 178 947 81 531

2 KACPR 0 0 0 0

3 (사)국민안전교육협회 응급재난시뮬레이션센터 0 0 5 15

4 (사)라이프가드 코리아 0 0 206 872

5 (사)시민안전교육협회 0 0 104 389

6 (사)오산시자원봉사센터 40 291 0 0

7 ㈜대한항공부속의원 4 9 4 16

8 ㈜마인드매뉴얼 92 490 93 644

9 ㈜삼성전자 11 11 0 0

10 (주)생명의별 0 0 3 15

11 ㈜에스원 1 19 8 173

12 ㈜호텔신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0 0 0 0

13 (재)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8 61 1 3

14 CJ 안전구조단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71 346 11 63

15 LG사이언스파크 14 47 1 3

16 SK네트웍스㈜워커힐 4 16 0 0

17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2 12 5 20

18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 3 44 2 11

19 가야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0 0 18 213

20 가천대 길병원 0 0 0 0

21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0 0 0 0

22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0 0 0 0

23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0 0 0 0

2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 0 2 10

25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0 0 1 2

26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0 0 0 0

27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0 0 0 0

28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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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일반인 기초 일반인 심화

교육 횟수 교육생 수 교육 횟수 교육생 수

29 가톨릭상지대학교 응급교육센터 0 0 0 0

30 갑을장유병원 0 0 0 0

31 강남성심병원 0 0 0 0

3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0 0 0 0

33 강동대학교 BLS 교육센터 2 29 1 10

34 강동성심병원 0 0 0 0

35 강릉영동대학 0 0 0 0

36 강릉아산병원 0 0 0 0

37 강북삼성병원 0 0 0 0

38 강원대학교 0 0 0 0

39 강원대학교병원 0 0 0 0

40 거제대학교 0 0 0 0

41 거창군보건소 2 4 0 0

42 건국대학교병원 0 0 0 0

43 건양대병원 0 0 0 0

44 건양대학교 0 0 0 0

45 경기대학교 0 0 2 35

46 경기도소방학교 0 0 0 0

4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5 54 0 0

48 경남도립거창대학 0 0 0 0

49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0 0 8 97

50 경동대학교 1 32 0 0

51 경북과학대학교 0 0 0 0

52 경북대학교병원 0 0 0 0

53 경북보건대학교 0 0 0 0

54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0 0 12 199

55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0 0 10 115

56 경상북도 김천소방서 0 0 7 63

57 경상북도 소방학교 0 0 1 6

58 경상북도 청도소방서 0 0 2 5

59 경운대학교 KUST Center 0 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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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일반인 기초 일반인 심화

교육 횟수 교육생 수 교육 횟수 교육생 수

60 경일대학교 0 0 0 0

61 경주대학교 BLS-TS 0 0 0 0

62 경주시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0 0 12 94

63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0 0 0 0

64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 0 0 0

65 계명문화대학교 0 0 30 428

66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0 0 0 0

67 고려대학교 의과대학(BLS) 0 0 0 0

68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0 0 0 0

6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0 0 0 0

70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병원 0 0 44 547

71 공군항공우주의료원 0 0 63 648

72 공주대학교 0 0 0 0

73 광양보건대학교 0 0 0 0

74 광주보건대학교 7 102 1 21

75 광주여자대학교 11 122 6 18

76 광주학생해양수련원 1 23 3 163

77 국군수도병원 0 0 0 0

78 국군의무학교 0 0 22 471

79
국립공원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구,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0 0 0 0

80 국립군산대학교 보건의료안전 교육센터 1 26 1 17

81 국립암센터 0 0 0 0

82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0 0 0 0

83 군산간호대학교 0 0 1 17

84 군산소방서 0 0 0 0

85 군산의료원 1 1 0 0

86 군장대학교 0 0 0 0

87 기독간호대학교 0 0 0 0

88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5 85 2 14

89 김해대학교 BLS교육센터 0 0 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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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일반인 기초 일반인 심화

교육 횟수 교육생 수 교육 횟수 교육생 수

90 김해시보건소 0 0 0 0

91 나사렛대학교 2 4 0 0

92 남구119안전교육센터 0 0 1 12

93 남서울대학교 3 55 0 0

94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95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 0 0 0

96 대경대학교 0 0 5 58

97 대구가톨릭의료원 0 0 0 0

98 대구과학대학교 0 0 3 35

99 대구대학교 0 0 0 0

100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0 0 90 1,906

101 대동병원 0 0 0 0

102 대원대학교 0 0 9 145

103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 20 37 325

104 대전대학교 0 0 2 31

105 대전보건대학교 0 0 0 0

106 대통령경호처 0 0 3 26

107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0 0 0 0

108 대한인명구조협회 0 0 7 73

109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0 0 0 0

110 동강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0 0 7 103

111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0 0 0 0

112 동국의대 경주병원 0 0 3 50

113 동남보건대학 0 0 5 97

114 동명대학교 BLS센터 0 0 0 0

115 동서대학교 3 34 0 0

116 동아대학교의료원 0 0 0 0

117 동양대학교 BLS 교육센터 0 0 0 0

118 동의과학대학교 8 95 6 114

119 동주대학교 0 0 0 0

120 두원공과대학교 3 34 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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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라이프온 교육센터 0 0 2 15

122 레어달메디컬코리아(유) 1 6 0 0

123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0 0 0 0

124 마산대학교 통합시뮬레이션 센터 0 0 0 0

125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0 0 5 29

126 목포과학대학교 0 0 0 0

127 목포중앙병원 0 0 0 0

128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0 0 0 0

129 문경대학교 0 0 0 0

130 백석대학교 1 21 1 6

131 백석문화대학교 0 0 0 0

13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0 0 17 298

133 부산대학교병원 BCMS 0 0 0 0

134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0 0 1 5

135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0 0 68 645

136 부천시보건소 0 0 0 0

13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 0 0 0

138 브레이든러닝센터 4 30 3 26

139 삼성서울병원 0 0 0 0

140 삼성3119구조단 0 0 0 0

141 삼성디스플레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0 0 0 0

142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 0 0 19 342

143 삼육보건대학교 0 0 0 0

144 서귀포학생문화원 0 0 5 45

145 서영대학교 0 0 0 0

146 서울대학교 0 0 79 882

14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0 0 0 0

148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0 0 0 0

149 서울대학교병원 0 0 0 0

150 서울아산병원 0 0 0 0

151 서울여자간호대학교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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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 0 2 13

153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0 0 0 0

154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 0 2 10

155 서정대학교 0 0 0 0

156 선린대학교 0 0 0 0

157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0 0 1 7

158 성애병원 0 0 0 0

159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0 0 0 0

16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민체육센터 0 0 1 6

161 세브란스병원 0 0 0 0

162 세종병원 0 0 0 0

163 세종충남대학교병원 0 0 0 0

164 송원대학교 0 0 0 0

165 수성대학교 간호대학 BLS센터 0 0 14 114

166 수원여자대학교 통합간호실습교육 연구소 0 0 1 9

167 순천제일대학교 0 0 0 0

168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0 0 0 0

169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0 0 4 50

170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0 0 13 77

171 순천향대학교병원 0 0 0 0

172 시민안전교육협회 0 0 0 0

173 아시아나 항공㈜ 0 0 0 0

174 아주대학교병원 0 0 0 0

175 안동과학대학교 0 0 1 11

176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3 8 0 0

177 에어부산㈜ 0 0 0 0

178 엣스퍼트 TL센터 1 12 0 0

179 여주대학교 0 0 0 0

18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 0 0 0

18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0 0 0 0

182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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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0 0 0 0

184 영진전문대학교 0 0 0 0

185 예수대학교 0 0 0 0

186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심폐소생술교육센터 
(구, 용인송담대학교 산학협력단)

0 0 4 16

187 우석대학교 0 0 0 0

188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0 0 8 14

189 울산대학교병원 0 0 0 0

190 울산안전체험관 0 0 6 73

19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0 0 1 12

192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0 0 0 0

19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 0 0 0

194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0 0 0 0

195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0 0 0 0

196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0 0 0 0

197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 0 0 0

198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0 0 0 0

199 인일여자고등학교 0 0 6 86

20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0 0 0 0

201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 0 0 0

202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 0 0 0

203 인하대학교 의료원 0 0 0 0

204 전남과학대학교 0 0 2 30

205 전남대학교병원 0 0 0 0

206 전라북도남원의료원 0 0 0 0

207 전북과학대학교 심폐소생술센터 0 0 0 0

208 전북대학교병원 0 0 0 0

209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0 0 0 0

210 전북의료정보교육원 0 0 0 0

211 전주기전대학 0 0 0 0

212 전주비전대학교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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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주대학교병원 0 0 0 0

2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0 0 11 101

215 제주한라대학교 0 0 0 0

216 제주한라병원 0 0 0 0

217 조선간호대학교 0 0 0 0

218 조선대학교병원 0 0 0 0

219 주식회사 이레교육원 1 33 0 0

220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221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간호실습센터 0 0 0 0

222 중앙보훈병원 0 0 0 0

223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0 0 0 0

224 진주보건대학교 0 0 0 0

225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1 20 0 0

226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1 5 0 0

227 창신대학교 BLS 교육센터 0 0 6 58

228 창원 파티마병원 0 0 0 0

229 창원경상대학교병원 0 0 0 0

230 천안충무병원 0 0 0 0

231 청암대학교 0 0 14 240

232 청주대학교 0 0 0 0

233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0 0 6 81

234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0 0 0 0

235 충남대학교병원 0 0 0 0

236 충북대학교병원 0 0 0 0

237 충북보건과학대학교 0 0 0 0

238 충청남도서산의료원 1 33 7 163

239 충청대학교 0 0 0 0

240 탐라교육원 0 0 0 0

241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0 0 0 0

242 포항대학교 2 17 2 32

243 포항성모병원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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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하트세이버코리아 0 0 9 147

245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2 12 0 0

246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0 0 2 14

247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3 18 0 0

248 한국응급처치교육원 0 0 2 35

249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0 0 0 0

250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0 0 0 0

251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0 0 0 0

25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 0 15 120

253 한림성심대학 0 0 0 0

254 한마음병원 0 0 0 0

255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0 0 0 0

256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0 0 0 0

257 한일장신대학교 0 0 0 0

258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 0 0 0

259 해군 해양의료원 0 0 0 0

260 해군포항병원 0 0 0 0

261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0 0 0 0

262 호산대학교 0 0 0 0

263 호원대학교 0 0 2 62

Total 506 3,228 1,304 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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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CPR 0 0

2 (사)국민안전교육협회 응급재난시뮬레이션센터 14 153

3 (사)라이프가드 코리아 0 0

4 ㈜대한항공부속의원 2 4

5 (주)생명의별 5 46

6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 0 0

7 가야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0 0

8 가천대 길병원 0 0

9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0 0

10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0 0

11 가톨리대학교 대전성모병원 1 2

1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 0

1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0 0

1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16 211

15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0 0

1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7 39

17 가톨릭상지대학교 응급교육센터 10 112

18 갑을장유병원 0 0

19 강남성심병원 0 0

20 강동경희대학교병원 0 0

21 강동대학교 BLS 교육센터 13 179

22 강동성심병원 0 0

23 강릉영동대학 0 0

24 강릉아산병원 0 0

25 강북삼성병원 91 342

26 강원대학교 0 0

27 강원대학교병원 0 0

28 거제대학교 0 0

29 건국대학교병원 0 0

30 건양대병원 0 0

31 건양대학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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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기도소방학교 0 0

33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 0

34 경남도립거창대학 0 0

35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0 0

36 경동대학교 12 354

37 경북과학대학교 0 0

38 경북대학교병원 0 0

39 경북보건대학교 0 0

40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0 0

41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0 0

42 경상북도 소방학교 0 0

43 경운대학교 KUST Center 7 90

44 경일대학교 17 263

45 경주대학교 BLS-TS 0 0

46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0 0

47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 0

48 계명문화대학교 0 0

49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0 0

5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BLS) 0 0

51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0 0

5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0 0

53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병원 0 0

54 공군항공우주의료원 0 0

55 공주대학교 2 29

56 광양보건대학교 57 408

57 광주보건대학교 0 0

58 광주여자대학교 0 0

59 국군수도병원 0 0

60 국군의무학교 0 0

61 국립군산대학교 보건의료안전 교육센터 0 0

62 국립암센터 0 0

63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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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군산간호대학교 17 105

65 군산소방서 0 0

66 군산의료원 0 0

67 군장대학교 13 126

68 기독간호대학교 15 405

69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0 0

70 김해대학교 BLS교육센터 0 0

71 나사렛대학교 6 122

72 남서울대학교 7 101

73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0 0

74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 0

75 대경대학교 0 0

76 대구가톨릭의료원 0 0

77 대구과학대학교 16 221

78 대구대학교 0 0

79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57 708

80 대동병원 0 0

81 대원대학교 6 103

82 대전과학기술대학교 0 0

83 대전대학교 9 169

84 대전보건대학교 25 654

85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0 0

86 대한인명구조협회 0 0

87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0 0

88 동강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30 342

89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0 0

90 동국의대 경주병원 3 39

91 동남보건대학 4 104

92 동명대학교 BLS센터 0 0

93 동서대학교 0 0

94 동아대학교의료원 0 0

95 동양대학교 BLS 교육센터 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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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동의과학대학교 0 0

97 동주대학교 0 0

98 두원공과대학교 18 219

99 라이프온 교육센터 0 0

100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0 0

101 마산대학교 통합시뮬레이션 센터 12 212

102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24 107

103 목포과학대학교 0 0

104 목포중앙병원 0 0

105 문경대학교 0 0

106 백석대학교 57 169

107 백석문화대학교 0 0

10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0 0

109 부산대학교병원 BCMS 0 0

110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8 67

111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0 0

11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 0

113 삼성서울병원 0 0

114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 0 0

115 삼육보건대학교 0 0

116 서영대학교 0 0

11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16 145

118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4 167

119 서울대학교병원 0 0

120 서울아산병원 8 56

121 서울여자간호대학교 0 0

12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16 105

123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0 0

124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 0

125 서정대학교 14 53

126 선린대학교 0 0

127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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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28 성애병원 0 0

129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8 29

130 세브란스병원 0 0

131 세종병원 0 0

132 세종충남대학교병원 0 0

133 송원대학교 0 0

134 수성대학교 간호대학 BLS센터 27 234

135 수원여자대학교 통합간호실습교육 연구소 0 0

136 순천제일대학교 6 84

137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3 10

138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0 0

139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0 0

140 순천향대학교병원 0 0

141 아시아나 항공㈜ 0 0

142 아주대학교병원 0 0

143 안동과학대학교 0 0

144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2 5

145 여주대학교 0 0

14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 0

14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0 0

148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5 49

149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0 0

150 영진전문대학교 14 158

151 예수대학교 0 0

152 예수병원 0 0

153 우석대학교 0 0

154 울산대학교병원 0 0

15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0 0

156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0 0

157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 0

158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0 0

159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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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60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0 0

161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 0

162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 11

163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0 0

164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 0

165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 0

166 인하대학교 의료원 0 0

167 전남과학대학교 33 523

168 전남대학교병원 16 245

169 전라북도남원의료원 0 0

170 전북과학대학교 심폐소생술센터 0 0

171 전북대학교병원 0 0

172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0 0

173 전북의료정보교육원 0 0

174 전주기전대학 0 0

175 전주비전대학교 2 31

176 제주대학교병원 0 0

17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0 0

178 제주한라대학교 0 0

179 제주한라병원 0 0

180 조선간호대학교 26 232

181 조선대학교병원 0 0

182 주식회사 이레교육원 0 0

183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7 82

184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간호실습센터 0 0

185 중앙보훈병원 0 0

186 진주보건대학교 24 406

187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0 0

188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0 0

189 창신대학교 BLS 교육센터 0 0

190 창원 파티마병원 0 0

191 창원경상대학교병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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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92 천안충무병원 2 8

193 청암대학교 6 69

194 청주대학교 0 0

195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4 91

196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0 0

197 충남대학교병원 0 0

198 충북대학교병원 0 0

199 충북보건과학대학교 6 154

200 충청남도서산의료원 0 0

201 충청대학교 0 0

202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0 0

203 포항대학교 0 0

204 포항성모병원 0 0

205 하트세이버코리아 0 0

206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0 0

207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0 0

208 한국응급처치교육원 0 0

209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0 0

210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0 0

211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0 0

21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 0

213 한림성심대학 0 0

214 한마음병원 0 0

215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0 0

216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0 0

217 한일장신대학교 0 0

218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 0

219 해군 해양의료원 0 0

220 해군포항병원 0 0

221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0 0

222 호산대학교 0 0

223 호원대학교 2 60

Total 857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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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S Provider

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7 70

2 (사)국민안전교육협회 응급재난시뮬레이션센터 167 1601

3
가야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구,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 센터)

17 200

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9 65

5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 12

6
가톨릭상지대학교 응급교육센터
(구, 가톨릭상지대학교 KALS 센터)

13 141

7 강남성심병원 3 17

8 강원대학교 2 13

9 건양대학교 19 239

10 경동대학교 6 101

11 경북보건대학교 4 47

12 경상북도소방학교 3 79

13 경운대학교 KUST Center 40 433

14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5 90

1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2 23

1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KALS) 3 16

17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4 23

18 공군항공우주의료원 3 23

19 광주보건대학교 1 18

20 국군의무학교 3 18

21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3 18

22 나사렛대학교 4 73

23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6 71

24 대구과학대학교 8 232

25 대구대학교 6 122

26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9 105

27 대원대학교 8 169

28 대전대학교 3 42

29 대전보건대학교 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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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한간호사협회 서울시간호사회 0 0

31 동강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5 33

32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4 34

33 동국의대 경주병원 5 84

34 동남보건대학교 6 98

35 동서대학교 8 92

36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구, 마산대학교 통합시뮬레이션 센터)

27 348

37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구, 목포가톨릭대학교)

3 33

38 백석대학교 KALS 센터 5 68

3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8 260

40 삼성서울병원 13 170

41 서울대학교병원 66 649

42 서울아산병원 11 182

43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36 286

44 서정대학교 17 51

45 선린대학교 19 224

46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19 133

47 세브란스병원 8 101

48 수성대학교 간호대학 BLS센터(구, 수성대학교) 9 101

49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7 60

50 아주대학교병원 8 111

5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3 224

52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15 161

53 영진전문대학 8 140

54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진료능력개발센터 9 117

55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4 46

56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0 0

57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3 33

58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2 181

59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2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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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60 인천세종병원(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13 97

61 인하대병원 KALS Center 9 106

62 전남대학교병원 19 247

63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 21

64 전주비전대학교 6 70

65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 3 61

66 조선간호대학교 3 18

67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3 39

68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4 42

69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16 168

70 충남대학교병원 5 31

71 충청대학교 16 184

72 포항대학교 1 14

73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14 213

7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 11

75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9 98

76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3 18

77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 6

78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6 86

79 호원대학교 10 193

Total 913 10,052

- DALS Provider 

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3 36

Total 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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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S Provider 

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 KACPR 0 0

2 (사)국민안전교육협회 응급재난시뮬레이션센터 105 860

3 (사)라이프가드 코리아 389 2520

4 (주)생명의별 267 1692

5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 2 23

6 가야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21 346

7 가천대 길병원 13 109

8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0 0

9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18 141

1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 15

11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7 20

1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0 0

13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4 69

1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 6

15 가톨릭상지대학교 응급교육센터 9 83

16 갑을장유병원 0 0

17 강남성심병원 10 59

18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0 27

19 강동대학교 BLS 교육센터 5 55

20 강동성심병원 20 116

21 강릉영동대학 10 119

22 강릉아산병원 0 0

23 강북삼성병원 3 8

24 강원대학교 12 111

25 강원대학교병원 26 124

26 거제대학교 12 120

27 건국대학교병원 34 141

28 건양대병원 4 63

29 건양대학교 16 348

30 경기도소방학교 1 2

3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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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32 경남도립거창대학 4 41

33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27 479

34 경동대학교 9 195

35 경북과학대학교 12 133

36 경북대학교병원 12 48

37 경북보건대학교 16 204

38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12 250

39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4 26

40 경상북도 소방학교 2 20

41 경운대학교 KUST Center 22 247

42 경일대학교 9 104

43 경주대학교 BLS-TS 4 44

44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7 37

4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9 101

46 계명문화대학교 23 127

47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5 37

48 고려대학교 의과대학(BLS) 9 19

49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2 7

5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0 0

51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병원 3 24

52 공군항공우주의료원 7 32

53 광양보건대학교 0 0

54 광주보건대학교 2 17

55 광주여자대학교 18 205

56 국군수도병원 19 109

57 국군의무학교 13 195

58 국립군산대학교 보건의료안전 교육센터 4 38

59 국립암센터 0 0

6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1 40

61 군산간호대학교 18 108

62 군산소방서 0 0

63 군산의료원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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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64 군장대학교 5 27

65 기독간호대학교 0 0

66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28 205

67 김해대학교 BLS교육센터 10 199

68 나사렛대학교 9 189

69 남서울대학교 18 295

70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39 128

71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3 40

72 대경대학교 9 89

73 대구가톨릭의료원 93 431

74 대구과학대학교 14 204

75 대구대학교 10 128

76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4 66

77 대동병원 2 9

78 대원대학교 57 472

79 대전과학기술대학교 61 527

80 대전대학교 2 40

81 대전보건대학교 12 332

82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0 0

83 대한인명구조협회 325 2249

84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0 0

85 동강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0 0

86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12 68

87 동국의대 경주병원 19 179

88 동남보건대학 3 49

89 동명대학교 BLS센터 6 90

90 동서대학교 21 146

91 동아대학교의료원 17 113

92 동의과학대학교 31 343

93 동주대학교 13 237

94 라이프온 교육센터 0 0

95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1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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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21

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96 마산대학교 통합시뮬레이션 센터 63 644

97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4 44

98 목포과학대학교 21 291

99 목포중앙병원 10 150

100 문경대학교 18 268

101 백석대학교 4 39

102 백석문화대학교 20 190

10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0 233

104 부산대학교병원 BCMS 4 18

105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22 196

106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7 81

10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 20

108 삼성서울병원 3 21

109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 4 21

110 삼육보건대학교 10 105

111 서영대학교 13 145

112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8 28

113 서울대학교병원 34 85

114 서울아산병원 18 184

115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9 211

116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3 76

117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6 122

118 서정대학교 0 0

119 선린대학교 40 432

120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28 113

121 성애병원 0 0

122 세브란스병원 22 153

123 세종병원 4 26

124 세종충남대학교병원 8 45

125 송원대학교 4 86

126 수성대학교 간호대학 BLS센터 5 45

127 수원여자대학교 통합간호실습교육 연구소 52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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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28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3 54

129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17 90

130 순천향대학교병원 17 130

131 아시아나 항공㈜ 2 4

132 아주대학교병원 8 51

133 안동과학대학교 31 284

134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0 0

135 여주대학교 13 112

13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7 21

13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6 42

138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19 207

139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7 56

140 예수대학교 12 97

141 예수병원 1 11

142 우석대학교 6 108

143 울산대학교병원 0 0

144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21 232

145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15 150

14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 101

147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13 132

148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0 0

149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10 47

150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4 9

151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8 88

15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11 114

153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 0

154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8 39

155 인하대학교 의료원 5 18

156 전남과학대학교 0 0

157 전남대학교병원 7 93

158 전라북도남원의료원 0 0

159 전북과학대학교 심폐소생술센터 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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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60 전북대학교병원 3 14

161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12 43

162 전북의료정보교육원 0 0

163 전주기전대학 28 332

164 전주비전대학교 8 177

165 제주대학교병원 10 102

16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9 25

167 제주한라대학교 18 394

168 제주한라병원 0 0

169 조선간호대학교 13 71

170 조선대학교병원 47 513

171 주식회사 이레교육원 109 435

172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5 51

173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간호실습센터 10 260

174 중앙보훈병원 3 9

175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2 8

176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20 121

177 창신대학교 BLS 교육센터 11 158

178 창원 파티마병원 3 6

179 창원경상대학교병원 7 77

180 천안충무병원 2 17

181 청암대학교 10 117

182 청주대학교 20 269

183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34 590

184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7 111

185 충남대학교병원 11 51

186 충북대학교병원 12 112

187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6 393

188 충청남도서산의료원 60 890

189 충청대학교 20 339

190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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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91 포항대학교 7 83

192 포항성모병원 20 51

193 하트세이버코리아 557 3273

194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10 131

195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3 18

196 한국응급처치교육원 129 809

197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0 66

198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20 61

199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0 0

20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6 34

201 한림성심대학 51 282

202 한마음병원 0 0

20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0 0

204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 15

205 한일장신대학교 4 55

206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 0

207 해군 해양의료원 0 0

208 해군포항병원 4 12

209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7 188

210 호산대학교 8 79

211 호원대학교 11 178

Total 4,296 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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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LS Provider

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 (사)국민안전교육협회 응급재난시뮬레이션센터 20 273

2 가천대 길병원(구,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0 0

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2 19

4 강남성심병원 3 15

5 강북삼성병원 10 52

6 건국대학교병원 2 8

7 건양대병원 5 70

8 경동대학교 1 10

9 경북대학교병원 2 10

10 경운대학교 KUST Center 23 212

11 국군의무학교 1 12

12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6 102

13 대구과학대학교 1 16

14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0 0

15 대원대학교 3 53

16 대전보건대학교 3 47

17 동강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0 0

18 동국의대 경주병원 0 0

19 동남보건대학 2 20

20 부산대학교병원 BCMS 3 25

21 삼성서울병원 16 171

2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3 32

23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 11

24 서울아산병원 18 250

25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 0

26 선린대학교 10 83

27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9 118

28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4 164

2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3 17

30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2 25

31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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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32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0 0

33 제주대학교병원 0 0

34 제주한라대학교 3 62

35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3 49

36 충남대학교병원 0 0

37 충청대학교 2 23

38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3 44

3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0 0

40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2 11

41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2 17

42 호원대학교 5 108

Total 189 2,203

- PALS Provider

순번 교육기관(Training Site) 교육 횟수 교육생 수

1 KACPR 8 92

Total 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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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 - 소식지 제 15권 제 1호 간행

대한심폐소생협회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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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 소식지 제 15권 제2호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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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21

2021년 7월 16일 - 2020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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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 대한심폐소생협회 NEWSLETTER(영문소식지)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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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행사사진 

사회공헌위원회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기증 사업

< 성만원 > < 성남한가람보호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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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 위원회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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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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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위원회

한국전문소생술(KALS) 교재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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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강동권 대통령경호처

강동주 경기대학교

강성주 담양군 보건소

강소정 대한심폐소생협회

강숙정 (주)국제재난안전교육센터

강은숙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

권순용 서울YMCA

권승일 신용보증기금

길재청 대통령경호처

김건우 SK 하이닉스

김경배

김기남 경기대학교

김나은 경기대학교

김동현 계명문화대학교

김령권 롯데정밀화학

김만수

김미정

김미하 남부119안전교육센터

김민수 아이엠랩

김별이

김상윤 경기대학교

김성길 서울YMCA

김유정 경북행복재단

김은진 CJ 안전구조단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김정율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김준환 한미사이언스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지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김지현 경기대학교

김하은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김형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김형주 아산성안

김홍종 서울YMCA

김희영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나인호 남부119안전교육센터

노학래 수도군단 (CJ 텔레닉스)

노혜정 인일여자고등학교

모예은 공군제19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

박건태 이케아코리아

박선희 안성스타필드

박성수 CJ텔레닉스

박순청 용남고등학교

박연희 경기대학교

박정원 학생안전체험 교육원

방지영 CJ 안전구조단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방지영 경기대학교

변영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서수진 영남대학교 건강관리센터

설우석 아이엠랩

성기현 서울YMCA

손윤미 인일여자고등학교

송미섭 인일여자고등학교

송봉희 푸르덴셜 생명보험

KACPR Instructor 명단(2021년)

소속은 강사증 취득 당시 기재되었던 소속입니다.

1) KACPR 일반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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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신다정 경기대학교

신동석 CJ텔레닉스

신재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심나래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심화정 대통령경호처

안경준 푸르미꿈나무어린이집

안우철 대원대학교

안유진 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1공장

양정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

염지선 국민안전진흥협회

오세범 경기대학교

오영일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오진석 서울YMCA

윤춘식 서울YMCA

이경수 신도리코

이성구 서울YMCA

이아름 경기대학교

이재청 제 20전투비행단 항의대대

이재형 김천소방서

이재형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FM사업부 안전팀

이정헌 서울YMCA

이정훈 김천소방서

이주향 인일여자고등학교

이준종 계명문화대학교

이창현 한미사이언스

이해민 대통령경호처

이현미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이현정

이화윤 위코멧제이비

이희숙

임선경 오정중학교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임승태 서울YMCA

임지혜 가평군청

임진선 순천향대학교

장정민 경북행복재단

장태운 울산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전데릭 아이엠랩

정명균 남부119안전교육센터

정명호 (사)한국생존수영협회

정민영 아쿠아필드

정병열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정세홍 서울YMCA

정은희 국군간호사관학교

정제민 오션웨이브

정주영

정진미

정혜경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조범규 상주소방서

조인욱

조준영 CJ텔레닉스

조지수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주아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영섭 학교안전강사

차복자 참마을어린이집

최근환 인일여자고등학교

최성백 경기대학교

최슬기 경상북도 김천소방서

최은미 청주교육대학교 수영안전교육관

최지영 S&I corp.

최현조

한규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명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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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21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한상철 인일여자고등학교

현대령 경기대학교

황석환 현대자동차

황여록 LG CNS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황웅찬

황인복 CJ텔레닉스

황희정 부산국제외국인학교

LEMYCHI 경기대학교

2) KACPR KBLS Instructor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강경숙 전남과학대학

강명주 전남과학대학교

강민선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공정현 BLS 교육지원팀

공희경 진주보건대학

곽근혜 두원공과대학교

곽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구인영 경운대학교 KUST Center

권미향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기미영 기독간호대학교

김경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김광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교현 천안충무병원

김다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명욱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미경 강동성심병원

김미정 경일대학교

김미희 기독간호대학

김소명 가톨릭상지대학교 응급교육센터

김영선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용환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원수 대전보건대학교

김원재 강북삼성병원

김은정 기독간호대학교

김은향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김재희 순천제일대학교

김중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태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하강 목포가톨릭대학교

김한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혜빈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효진 동강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노현경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경인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경임 전남과학대학

박선영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박승순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시은 동강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박인성 경일대학교

박인숙 진주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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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박정애 두원공과대학교

박지혜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창순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현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박홍철 전남대학교병원(순천성가로롤병원)

변재훈 강북삼성병원

서길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서동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성아 진주보건대학

안희정 나사렛대학교

양승옥 BLS 교육지원팀

오단비 강북삼성병원

오명석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오수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오영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현미 군장대학교

우정숙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윤여정 (주)대한항공부속의원

윤정숙 두원공과대학교

윤지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음수정 대구보건대학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경란 가톨릭상지대학교

이상미 동양대학교 BLS 교육센터

이선숙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이송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수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수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이수진 군산간호대학교

이수진 전남대학교병원

이숙경 순천제일대학교

이연숙 순천제일대학교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정란 영진전문대학

이종율 진주보건대학

이진영 강북삼성병원

이진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이철헌 천안충무병원

임성숙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인자 목포가톨릭대학교

임채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장진영 전남대학교병원

장현숙 기독간호대학교

전해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전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금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정다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배선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정유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조숙희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최지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감염관리실

최필조 강북삼성병원

최호성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최화영 가톨릭상지대학교

최희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하영선 경일대학교

한수진 선린대학교

함은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허인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홍승희 영진전문대학

홍준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황경희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황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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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CPR KALS Instructor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강민주 경일대학교

권미향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김경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기홍 서울대학교병원

김대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무현 동남보건대학교

김민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김성진 마산대학교

김성태 서울의료원

김성해 연세대학교

김영훈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김예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준호 동남보건대학교

김태균 서울대학교병원

김현정 성남시의료원

나원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나윤주 수성대학교

남호희 마산대학교

노헤정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도지연 충남대학교병원

모예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박명재 국군의무학교

박미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

박민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박영미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박은경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박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주희 서울대병원

박지예 서울대학교병원

설지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지숙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송지혜 충남대학교병원

염선미 군산대학교

염선미 울산과학대학교

오혜경 대구대학교

우윤정 서울아산병원

유은실 서울성모병원 심폐소생술교육실

유재광 부산백병원

유혜숙 대원대학교

윤정미 분당차병원

윤혜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강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경민 동국대학교 불교병원

이보연 서울대병원

이선주 가톨릭상지대학교

이성수 유휴

이세욱 삼성서울병원

이아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영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주상 충남대학교병원

이채원 청주 한국병원

이충현 삼성서울병원

이현지 경동대학교

이혜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장윤정 충남대학교병원

전아영 충남대학교병원

전훈정 경북대 대학원 중환자간호사 과정

정가람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지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효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조슬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조정림 가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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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HA BLS Instructor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강나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강소희 제주한라대학교

강준호 제주한라대학교

강하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고영혜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고은정 주식회사 이레교육원

고주필 라이프가드 코리아

김경애 제주한라대학교

김대형 경북대학교병원

김동우 제주한라대학교

김명은 대원대학교

김묘성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무현 동남보건대학

김봉주 국군수도병원

김성환 (주)생명의별

김수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연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예지 대전보건대학교

김용숙 경운대학교 KUST Center

김윤정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김재선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정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제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준성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준호 동남보건대학

김지혜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진영 대전보건대학교

김초이 충남대학교병원

김태령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현정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김희경 대원대학교

남혜진 충청대학교

노현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노혜지 (사)라이프가드 코리아

도지연 충남대학교병원

류은진 송원대학교

문석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문선희 조선간호대학교

문세중 조선대학교병원

민혜영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동희 국군수도병원

박명재 국군의무학교

박시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유민 대전보건대학교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주영미 국립공주대학교

지재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지현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채민정 조선간호대학교

최다운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최애경 국군간호사관학교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최은경 서울아산병원

최은정 전남대학교병원

한미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진료능력개발센터

한민섭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승우 경일대학교

허재홍 아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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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박한솔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향란 주식회사 이레교육원

박현석 국군의무학교

백다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변미담 남서울대학교

서건강 국군의무학교

성동규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성미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성이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송지혜 건양대학교

양은주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양정은 예수대학교

염선미 국립군산대학교 보건의료안전 교육센터

염영란 조선간호대학교

오문주 송원대학교

오성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오윤경 (주)생명의별

용수빈 남서울대학교

우종석 건양대학교

유혜지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윤만우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윤미진 가야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이가영 해군포항병원

이동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미정 (주)생명의별

이보라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이송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슬비 경일대학교

이승준 건양대병원

이예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유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윤정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은주 강남성심병원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종석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주향 충남대학교병원

이지웅 전주비전대학교

이태경 전주기전대학

이현정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혜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혜진 건양대학교

임초록 대전보건대학교

임현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규리 건양대학교

정선율 국군수도병원

정소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정애리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정종만 국군의무학교

정하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정한나 (주)생명의별

정혜연 건양대학교

조상희 전주기전대학

조인영 조선간호대학교

지형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승미 (주)생명의별

진혜경 가야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최다운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최수경 건양대학교

최애경 공군항공우주의료원

한수연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한진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한희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허재원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홍윤지 건양대학교

황정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황진경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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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설희 서울대학교병원

김재민 육군 의무후송항공대

박세진 국군의무사령부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오혜경 대구대학교

이용복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5) AHA ACLS Instructor

6) AHA PALS Instructor
   * 2021년에는 AHA PALS Instructor 과정 개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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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의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그 술기
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널리 보급시켜 급사(돌연사)환자의 소생률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ACPR)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1-4 번지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908호, 909
호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심폐소생술의 표준화된 지침 제정
2. 심폐소생술의 교육 및 훈련
3. 심폐소생술 교육방법 연구 및 개발
4. 심폐소생술과 연관된 도서의 간행
5. 심폐소생술에 관한 연구 발표 및 강습회
6.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2. 심폐소생술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 관한 교육 사업
3. 심폐소생술의 교육 및 보급을 위한 교육자재, 홍보물 등의 발행 
4. 기타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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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 재산의 목록과 평가 가액은 표 1과 같다.

제7조(자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

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

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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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
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말에 공개한다.

제10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

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

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2절 회계

제1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

한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
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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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매 회계연도 1월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15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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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직

무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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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이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

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
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
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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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원

제32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에 참여한 발기인 및 유관단체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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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데 부합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심폐소생술과 연관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
2)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3) 본 협회에서 시행한 심폐소생술 강사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강사자격을 획득한 자
4)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준회원
1) 본 협회의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특별회원
1)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사업체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명예회원
1)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심폐소생술의 연구, 교육, 보급에 우수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3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간행물 등에 우선적인 수혜자가	

 된다.

제34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5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인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인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경우



131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21

4.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6 장 총회

제3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3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

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3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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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7 장 운영규칙

제40조 (운영규칙) 
1. 법인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운영규칙은 법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한다.

㉮ 협회 내부의 기구
㉯ 회비징수
㉰ 담당이사의 업무관계
㉱ 사무국 설치
㉲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무사항

제41조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8 장 보칙

제4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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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
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시행규정 및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본 협회의 정기간행물에 공
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심폐소생술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3. 기타 본 협회의 활동을 위하여 일반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제4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표2와 같다.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1차 정관 제정: 2004년 11월 6일 
제 2차 개정 정관 통과: 2009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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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개정 정관 통과: 2011년
제 4차 개정 정관 통과: 2014년 5월 13일
제 5차 개정 정관 통과: 2015년 1월 27일
제 6차 개정 정관 통과: 2016년 5월 2일
제 7차 개정 정관 통과: 2019년 2월 10일
제 8차 개정 정관 통과: 2022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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