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HA ACLS Instructor 과정 

과정 이름 ACLS(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Instructor 

교육생 대상 

(신청 자격) 

면허(자격)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으로 협회에서 인증하는 AHA ACLS Provider 

Certificate 취득자(필기점수 45 점 이상)로서, ACLS Instructor Essential(IE)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위 수료증은 BLS Instructor 과정일까지 유효해야 함) 

ACLS Instructor 가 

되는 과정 

 

 

 

1. ACLS Provider 과정을 수료한 후 수료증을 발급 받습니다. 

2. ACLS Instructor Essential(IE) 과정을 수료 후 수료증을 저장합니다. 

http://www.onlineaha.org 에서 온라인 수강(기존 CIC 이수자도 이수해야 함) 

3. 자료실-서식다운로드에서 'AHA ACLS Instructor 지원 및 추천서' 를 다운받습니다. 

3-1) 강사 지원 추천자  

ACLS Faculty 에게 시뮬레이션 운영 능력 및 술기 능력을 평가를 받은 후 서명을 

받습니다. 

3-2) 소속 예정 TS Director 확인서' 

강사 취득 후 본인의 교육횟수를 유지할 수 있는 소속 예정 ACLS Training Site 의  

Director 에게 직접 서명을 받습니다. (*반드시 ACLS TS 의 Director 에게 받을 것) 

3-3) '향후 ACLS 모니터과정 계획안' 

모니터 예정 Faculty 는 강사 지원 추천자와 동일합니다. 

모니터 예정 일자와 TS 는 강사 지원 추천 Faculty 와 상의 후 작성합니다. 

3-4) '강사 지원 및 추천서' ,'ACLS Provider Certification Card 사본', 

'ACLS Instructor Essential(IE) Certificate'를 하나의 파일(한글, 워드, 파워포인트)로 

저장합니다. 



 

4. ACLS Instructor 교육을 신청합니다. 

강사 지원 서류('강사 지원 및 추천서' ,'ACLS Provider Certification Card 사본', 'ACLS 

Instructor Essential(IE) Certificate')를 첨부한 후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교육생으로 선정메일을 받고 ACLS Instructor 과정을 수료합니다. 

6. ACLS Monitor 과정은 강사로 추천을 해준 Faculty 에게 수료합니다. 

Monitor 과정은 Instructor 과정을 합격 후 6 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6 개월이 지난 후에는 Instructor 과정을 다시 수료해야 합니다. 

7. 'ACLS Instructor 가입안내' 메일을 받은 후 강사증을 신청합니다. 

교육비 

150,000 원 (BLS Instructor Card 비용 미포함) 

* 본 과정의 교육비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일반영수증으로 발행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158 조 1 항과 법인세법 제 116 조 2 항에 의함) 

총 교육 시간 9 시 00 분 ~ 17 시 25 분 (8 시간 25 분) 

프로그램 [첨부] 참조 

과정 준비물 

① ACLS provider Manual (2015 Edition, 복사본 불가)  

② ACLS Instructor Manual (2015 Edition, 복사본 불가) 

③ stopwatch (목걸이형, 휴대폰 사용 불가)  

④ ACLS 시나리오 18 개 

⑤ 신분증 

평가 

1. Instructor 능력 검증  

- 시나리오 운영 능력 

- 시뮬레이터 운영 검증(사전 학습) 

- Megacode 테스트 운영 확인 

    2. 필기 평가(오픈북 X): ACLS Instructor 필기시험(영어) – 21 점 이상 합격 

ACLS Instructor 

Card(회비, 강사증) 

유효기간은 2 년입니다. 

ACLS Instructor Card(회비, 강사증) 발급비는 3 만원(30,000 원)입니다. 

 

ACLS Instructor 

갱신(Renewal) 조건 

ACLS Instructor Renewal(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2 년)안에 4 credit 또는 6 credit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시점: 2019 년 8 월 renewal 대상자부터) 

**1 credit : 하루에 시뮬레이션 강의를 포함하여 5 시간 이상 강사로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 

4 credit 충족 기준 

또는 

6 credit 충족 기준 

MD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소 1 credit 포함) 

4 credit 이상이여야 갱신 가능 

Non-MD 과정만 참여한 경우에는 

총 6 credit 이상이여야 갱신 가능 

   * 유효기간(2 년) 내 AHA ACLS Provider 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교육횟수가 부족 한 경우 

  ACLS Instructor 자격은 소멸(Expire)됩니다. 

* 강사의 소속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교육 횟수를 채울 수가 없어 강사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협회에서는 강사님들의 교육 횟수를 채워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첨부] ACLS Instructor 프로그램 

 

ACLS Instructor Course 

 

시간 분 강의내용 방법 강사 

9:00-9:20 20 
Course Introduction / 2015 변경 ACLS 가이드라인 

(과정 소개, 강사 및 교육생 소개) 

 Director 

9:20-10:00 40 ACLS Provider Course Design / 과정 운영 / Lesson Maps PPT  

10:00-10:10 10  Break   

10:10-10:30 20 
Science of Resuscitation, Systematic Approach, 

Learning/Testing Station(High Quality BLS) 
동영상  

Divide class into 2 groups BLS Skills Testing, 채점  Respiratory Arrest 

Faculty/장소 / / 

10:30-10:45 15 GROUP 1 GROUP 2 

10:45-11:00 15 GROUP 2 GROUP 1 

11:00-11:20 20 Stroke/ACS 동영상  

11:20-11:35 15 Debriefing 과 Feedback PPT  

11:35-11:50 15 Team Dynamics and Megacode 동영상  

11:50-12:50 60 Lunch  (각자 simulator 사용법 숙지해 놓기) 

Divide class into 2 groups Tachycardia (Role Play) Bradycardia/PEA/Asystole (Role Play) 

Faculty/장소 / / 

12:50-13:30 40 GROUP 1 GROUP 2 

13:30-14:00 30 GROUP 2 GROUP 1 

Divide class into 2 groups VTach/Vfib (Role Play) 

Faculty/장소 / / 

14:00-14:30 30 GROUP 1 GROUP 2 

14:30-14:40 10  Break   

Divide class into 2 groups Putting all together / Megacode Testing (각자 10 분씩 직접 진행) 

Faculty/장소   

14:40-15:50 70 GROUP 1 GROUP 2 

15:50-16:50 60 ACLS Provider 과정 운영(cprverify, pam manual) PPT  

16:50-17:00 10 Course Conclusion 전체 Faculty 

17:00-17:25 25 Exam 전체 Facul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