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HA CPR Verify system manual

CPRVerify는 무엇인가?

◈ CPRVerify는 미국심장협회(이하, AHA)가 AHA의 교육프로그램(예: BLS, ACLS,

PALS 등)을 수행하는 Training Center에서의 교육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심장

협회가 개발한 교육관리 프로그램이다.

◈ CPRVerify는 웹사이트에서 AHA 교육과정의 수행과 교육, 교육 후 관리, 교육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AHA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Training Site와 강사는 교육 과정 및 교육 결과를

CPRVerify에 입력해야 한다. 교육 과정 및 교육 결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24시

간 언제든지 보고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이 시스템은 미국의 외부에 있는 AHA 교육센터의 교육관리를 위하여 만들어

졌으며, AHA는 교육네트워크를 무료로 제공한다.

◈ CPRVerify에 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야 교육생은 eCard를 출력할 수 있으며,

AHA TS(BLS TS, ACLS TS)에서는 AHA 과정 교육보고서를 반드시 CPRVerify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CPRVerify system은 AHA 과정만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 CPRVerify system은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로 한글로 입력 시 오류가 일어남을 알

려드립니다.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생 포털], [관리자 포털] 이 따로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버튼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Training Site Administrator(TS Director)

사용 매뉴얼 -

※ AHA CPRVerify system을 통한 교육보고는 각 Training Site Administrator(TS 

Director 로 설정되어 있음)가 보고해야 하며 교육을 완료한 Training Site를 통해서 교

육과정 등록 및 교육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PRVerify 홈페이지 접속은 Chrome이 오류가 적고, 접속 속도가 빠릅니다.

1. 대시보드

대시보드는 7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1) 내 계정: 이름, 이메일, Instructor code, 교육센터(TC: KACPR), 교육기관(소속 TS), 교육분야

- 개인정보 편집: 휴대폰 번호, 주소 변경 가능.

- 계정변경 요청: 교육기관(TS) 변경 시 이메일(kacpredu@kacpr.org)로 요청해야 함.

2) 내 교육 센터 : 대한심폐소생협회(Trainig Center) 정보 확인가능.

3) 교육기관: 본인이 소속된 교육기관 확인 및 편집 가능.

4) 강사 : 본인 소속에 강사 명단 확인 및 편집 가능.

5) 내 명단: 본인이 소속된 Training Site(TS) 교육과정 확인 및 교육과정 등록가능.

6) eCards : Training Site 보유하고 있는 eCard 재고량 확인 가능

7) 수강생: 본인이 강사로 등록된 교육과정의 교육생명단 확인 및 인증서 인쇄 가능.

"내보내기 수강생": 본인이 참여한 교육생을 excel 파일로 저장 가능. (한글 입력시 오류 발생)

8) 기타교육: AHA-airway, ECG, Community Training 등등 기타 교육 확인

-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기관과 무관함.



2. 내 계정

내 계정: 이름, 이메일, Instructor code, 교육센터(TC: KACPR), 교육기관(소속 TS), 교육분야

- 개인정보 편집: 휴대폰 번호, 주소 변경 가능.

- 계정변경 요청: 교육기관(TS) 변경 시 이메일(kacpredu@kacpr.org)로 요청해야 함.



3. 교육기관

- 본인이 소속된 교육기관 확인 및 편집 가능.

- 상단에 [교육 기관 편집] 버튼 클릭 후 편집 가능



4. 강사

- 본인이 소속된 교육센터(TS) 강사 명단 확인 및 편집 가능.



※※※ 주의사항

① 아래의 빨간 박스부분은 절대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Training Site Administrator(TS Director)가 아닌 일반 강사가 Can Manage Rosters와 Can

Manage Ecards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 보고서 관리와 eCard발급 권한이 생성됩니다. 권한이 생

성되어 잘못 사용된 eCard에 책임은 Training Site Administrator(TS Director)에게 있습니다.



5. 내 명단

1) 교육과정 검색: 명단 ID, 교육과정 시작일, 교육과정, 상태로 교육 검색 가능함.



2) 교육과정 작성: [내 명단] → [새로 생성: 명단] 클릭

Lead Instructor

이하, 참여 Instructor

참석 교육생 수

해당지역을 영문으로 입력



※ (*) 표시는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① 설명: 교육과정명 입력한다. ☜ 반드시 입력

ex) 1차 BLS Provider Course

② 교육분야: ACLS, BLS 과정을 선택한다.

   * 강사가 소지한 강사증의 분야만 나옴.

    - ACLS: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 BLS: Basic Life Support

③ 언어: 언어를 선택한다. [English 또는 Korean 중 선택]

     * BLS Provider 과정인 경우 Korean 선택 가능.

* ACLS Provider 과정인 경우 English 선택 가능.

④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선택한다.

     - ACLS: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Course (English)

     - BLS: BLS for Healthcare Provider Course (Korean)

※ 일반인(기초/심화), KBLS Provider, KALS Provide과정은 CPRVerify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⑤ 수량: 교육생의 참석자 수를 입력한다. 

- 명단정보 제출 후 교육생 인원은 수정 불가.

- [2단계: 완료 정보 제출]을 한 후 교육생 인원 수정은 [명단 편집] → [명단 삭제] 후 교육과

정을 등록해야 함. 만약, [3단계: 최종 확인 및 명단 잠그기]를 한 경우에는 협회로 명단 삭제

요청 후 다시 교육과정 등록. (AHA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 소요됨)

⑥ 교육과정 시작일, 종료일, 교육과정 유효기간 만료일: 교육날짜를 지정한다. ☜ 반드시 입력

  ※ 교육과정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면 교육과정 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으로 설정됨.

⑦ 훈련 국가(Country Trained in): SOUTH KOREA 로 체크한다.

⑧ 지역(Location): 해당 지역(서울, 경기, 인천 등)을 영문으로 입력한다.

⑨ 주요강사, 보조강사, 추가강사: 강사를 선택한다.

※ 각 Training Site Administrator(TS Director)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주요강사: Lead Instructor로 선택한다.

- 보조강사, 추가강사: 주요강사가 보조, 추가강사를 선택할 수 있다.

- 강사 수가 12명을 초과할 경우 교육보고서를 1차, 2차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3) 교육과정 등록: 공지문 작성 후 하단의 [1단계: 명단 정보 제출] 클릭한다.



4) 교육보고서 작성: [명단 편집] 클릭하여 교육결과를 입력한다.

※ AHA CPRVerify system을 통한 교육보고는 각 교육기관의 Director가 교육이 끝나면,

교육과정 등록 및 교육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FIRST TIME: 신규 교육생은 체크하고, 갱신인 교육생은 체크하지 않아도 됨.

② 수강생 이름(필수): 교육생의 영문명을 입력함. (한글로 입력 시 오류 생김!!)

영문이름은 입력한대로 출력 (대문자로 입력시 대문자로, 소문자로 입력 시 소문자로 출력)

③ 결과(필수): 합격 or 불합격 여부 체크.

④ eCard: 합격자의 이름을 잘 확인한 후 eCard 부분에 체크함.

* CPRVerify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

(www.kacpr.org)에서 교육보고서를 작성한 후 참석자 수 대로(합격, 불합격 모두) 준회원 회비

(3만원)을 납부하고 eCard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보고서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교육

기관 측으로 eCard 를 합격자 수대로 전송함.

* eCard는 CPRVerify를 통해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 eCard 수량재고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우측상단에 아래의 내용이 표시된다.



5) 교육보고서 제출[활성상태]

① 교육 완료 정보 편집의 내용을 입력 후 [2단계: 완료 정보 제출]을 한다.



6) 교육보고서 제출[잠그기]: 상단에 명단편집을 클릭 후 교육결과 작성 후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재 확인을 거듭한 후 하단의 [3단계: 최종 확인 및 명단 잠그기]를 클릭한다.

* 수정 및 삭제는 [2단계: 완료 정보 제출] 까지만 가능합니다. 잠금이 완료된 보고서의 수정 및

삭제를 요청 시에는 협회 이메일(kacpredu@kacpr.org)로 명단 ID와 요청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 3단계까지 모두 제출되어야 교육생이 eCard를 출력할 수 있음.



7) 교육보고서 최종화면 : eCard 출력이 가능하며, 잠금이 완료되고 수정이 불가하다.



8) eCard 번호 CSV 파일로 내보내기 및 eCard 발급방법

① csv로 내보내기 : csv파일로 다운받은 후 eCard 번호(영문+숫자 총 12자리)를 대한심폐소생협

회 홈페이지(www.kacpr.org)에 eCard 코드등록 클릭하여 학생 개인별로 입력한다.

eCard코드등록은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창이 활성화된다.

② eCard 번호 클릭 : TS에서 출력 가능 [영어 Version선택하여 출력]

③ eCard 세부 설명

⒜ Date Completed : 교육수료일

⒝ Expiration Date : 교육만료일

⒞ Training Center Name :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 Training Center ID : 대한심폐소생협회 고유번호

⒠ Instructor Name : 나의 강사이름

⒢ Instructor ID : 나의 강사 고유식별 번호

⒣ eCard Code : 교육생에 고유 eCard 번호 (영어+숫자조합 12자리)

⒤ Training Site Name : 교육을 수료한 교육기관명



BLS Provider eCard 예시



ACLS Provider eCard 예시



PALS Provider eCard 예시



6. eCards 

: Training Site(TS)에서 보유하고 있는 eCards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ards 수량이 부족할 경우 보고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교육생을 위한 CPRverify 검증 코드 활성화 안내문

1. CPRverify eCard 코드: 합격 후 교육 기관(Training Site, TS)에서 제공

a) CPRVerify 홈페이지에서 교육생별로 출력 및 다운 가능(Student Handout)



2. CPRverify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사이트 주소: www.cprverify.org)

3. “New to CPRverify?”(CPRverify에 처음이십니까?)를 클릭합니다.

** 가입한 적이 있으면 기존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십시오.

4. 간단한 등록 페이지 내용을 적고 Sign Up(가입)버튼을 클릭하십시오.

4. 본인이 아이디 칸에 기입한 이메일의 메일수신함 또는 스팸메일함에서 확인 메일을 엽니다. 이

메일에 있는 Confirm My Account(내 계정 확인)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6. 계정 확인 후 CPRverify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7. 화면 우측 상단에 수강생 포털을 클릭하고, 노란색 상자에 있는 Add Course(교육과정 추가)탭

을 클릭하십시오.

8. CPRverify eCard 코드(합격 후 교육 기관에서 제공할 예정)를 검증 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12자리 영어와 숫자로 이루어진 검증코드를 초록색 상자에 있는 빈 칸에 입력하여 교육과정을

추가합니다.

10. 이제 My Courses and Feedback(나의 교육과정 및 피드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1. 교육과정 피드백 링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강사 또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교육 보고서

명단이 제출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교육

과정 피드백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 Give Feedback(피드백 보내기)을 클릭하고 6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13. 설문지를 작성한 후 Create Course Feedback(교육과정 피드백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교

육과정 목록으로 돌아가며 이제 교육생의 교육 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본인의 eCard(합

격 후 교육 기관에서 제공할 예정)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 AHA eCards sample(Certificate and wallet siz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