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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정지와 관련된 8개 전문 단체의 참여로 

2002년에 창립된 이후로 심폐소생술의 보급을 통하여 우리나라

를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

리 협회는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기 위해 표

준화된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심폐소생술 가

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해왔으며, 국민에게 심정지에 대한 인

식을 높이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실습위주의 

표준화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기본소생술, 전문심장

소생술,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분야로 교육 영역을 확장해 왔

습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두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국제 기준에 부합한 심폐소

생술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심폐

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산과 자

동심장충격기의 공공장소 비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06년 2.3%에서 2016년 7.6%로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에 대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비율도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간사(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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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가 지난 16년간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했던 수많은 활

동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던 점은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이 백

서는 우리 협회의 발자취를 정리한 첫번째 기록물입니다. 이 백서

에는 우리 협회의 현황과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서의 발간

은 단순한 기록의 정리를 벗어나, 우리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

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활동 상황

을 알리는 통로입니다. 또한 백서 발간을 통하여 심정지로부터 국

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

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서를 발간하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

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백서 발간의 전 과정을 총괄해 주신 

김준수 간행위원장과 방대한 자료와 원고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간행위원 및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

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협회의 역사와 활동 현황을 알리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협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활

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  황 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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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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사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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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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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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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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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대한간호학회
김소선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김정화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대한간호협회
박은옥 이대목동병원 외래간호과

조정숙 서울대병원 간호행정팀

대한적십자사 신동인 대한적십자사 안전과

한국응급구조학회 김진회 서울소방학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이회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

변호사 이창훈 법무법인 이우

회계사 박재환 ㈜세림 FAS

대한심폐소생협회 설립 발기인 명단(2004년)

(소속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설립 당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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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대한응급의학회 심폐소생술 위원회(위원장: 황성오 원주의대 교수) 구성 후 대한순환기학

회에 심폐소생술 관련 단체 결성을 제의

2001 3. 23.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아시아응급의학회에서 싱가폴, 대만과 Pan-Asian Resuscitation 

Council (PARC) 창설(황성오 위원장)

2002

1. 22 대한순환기학회 이사회 산하에 심폐소생술 소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연세의대 교수) 구성

1. 28
대한심폐소생협회 결성을 위한 대한순환기학회-대한응급의학회 공동추진위원회(가칭 대

한심폐소생위원회) 결성(공동위원장: 김성순, 황성오, 응급의학회 위원: 서길준, 이부수, 순

환기학회 위원: 고재곤, 오동진, 김영훈, 이문형).

7. 18 / 8. 16 대한심폐소생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심폐소생협회 창립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

9. 6 대한심폐소생협회 창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연세의대 교수) 결성

9. 25 / 10. 9,
10. 25 / 11. 8

대한심폐소생협회 창립 추진위원회 개최

11. 29

서울대학교 임상연구센터에서 대한심폐소생협회 창립 발기인 모임 및 창립 행사 개최(참

여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소아과학

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적십자사) 및 임원진 선출(이사장: 김성순 연

세대 교수, 이사: 김운용, 손주환, 오동진, 김영훈, 이문형, 임경수, 황성오, 민용일, 홍용우, 

이용석, 고재곤, 박은옥, 이희택, 신동인, 감사: 이창훈, 박재환)

2003
1. 16 대한심폐소생협회 창립이사회 개최(신라호텔 3층 메이플룸)

1. 7
제 1회 협회 실무이사회 개최(메리어트호텔 중식당) 및 실무위원장 임명(총무/기획/국제교

류위원장: 황성오, 재무위원장: 이문형, 홍보위원장: 김영훈, 간행위원장: 고재곤, 교육위원

장: 오동진, BLS 위원장: 김승호, ACLS 위원장: 노태호, PALS위원장: 박준동)

2004
10. 3 대한순환기학회 심장의 날 행사 참여(심폐소생술 강의 및 실습교육)

11. 16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

12.
미국 American Heart Association과 국내 유일의 Inter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계약 체결

2005

1. 30
미국 달라스에서 열린 2005 ILCOR CPR and ECC guidelines meeting에서 일본(Japanese 

Resuscitation Council), 싱가폴(National Resuscitation Council of Singapore), 대만(Taiwan 

Resuscitation Council)과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창립(한국 대표: 황성오 이사)

3. 정회원 모집 공고(119명의 정회원 모집)

1. 31 제 1회 정기이사회 개최 (신라호텔)

5. 23~28

제 1회 AHA BLS & ACLS provider, instructor과정(AHA강사: Edward Stapleton, 

Michael Kerr, Howard Sidler, Richard Harper, Diana Cave, Jo Haag) 개최. BLS과정 

(17 instructors, 41 new instructors trained, 39 healthcare providers), ACLS과정(15 

instructors, 37 new instructors trained, 40 providers) 배출(교육위원회 주관, 위원장: 

오동진 한림의대 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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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29

제 1회 심폐소생술의 날 행사(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개최(심폐소생술의 날 선포식, 교

육업무조인식, 홍보대사(유인촌) 위촉식 진행) 주요 참석자(서울시장, 대한순환기학회 이사

장, 대한응급의학회장, 안명옥 의원,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 공사 임원, 소방방재청 관계자 

등)

6. 대한심폐소생협회 산하 AHA course training site 지정 시작

7. 17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Statutes 조인식(일본, 나고야 Aichi Expo 회의장, 황성

오 이사 참석)

7. 23~24
AHA관계자(Dr. Vinay Nadkarni, Dr. Jerry Potts, Mr. Charles Mullins, Mr. Hong Lou, 

Mr. Lawrence Kronick)와 stakeholder meeting개최(김성순 이사장, 노태호, 김승호, 박

준동, 고재곤, 오동진, 황성오 이사 참석)

9. 1 AHA와 2000 CPR and ECC guidelines번역 계약 체결

11. 9
대한응급의학회 워크숍(심폐소생술 교육과정) 공동 주최. BLS provider course: 36명, 

ACLS provider course: 12명, BLS instructor course: 12명 배출

12. 21 2005 CPR Guidelines Conference 개최(연세대 세브란스 재활병원 1층 강당)

2006

1. 6 제 2회 정기이사회 개최 (신라호텔)

1. 18~19 ILCOR 2005 Guidelines Rollout Meeting (미국, 달라스) 참가(황성오 이사)

1. 20 제 1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의대 임상의학연구소)

3. 4~5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General Assembly참석(싱가포르, Singapore General 

Hospital) 및 부의장국 선출(김성순 이사장, 황성오 이사)

4. 8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의 ILCOR가입으로 ILCOR회원국이 됨

7. 29 제 1차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 개최 (삼성서울병원 강당)

8. 11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배포’사업(연구책임자: 황성

오 이사) 수행 및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발표

8. 11 미국심장협회 심폐소생술 지침 번역서 출간 기념회(밀레니엄힐튼호텔)

10. 21 응급환자 가상 훈련 ‘길거리 체험 행사’ (을지로 입구역 지하 만남의 광장)

10. 22
제 2회 심폐소생술의 날 행사 개최(서울 시청 앞 광장, 우수구급대원 표창, 심폐소생술 강

의 및 시범, 가족 골든벨 대회, 체험발표 등, 주관: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려의대   

교수)

11. 5
<2006 중앙일보 서울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잠실종합운동

장)

11. 8~9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General Assembly 및 3rd Symposium 참석(일본, 

Meitetsu Grand Hotel, 황성오 이사)

12. 8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국회 도서관 대강당, 참석자: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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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07

1. 10 제 3회 정기이사회 개최(신라호텔)

1. 17 제 2회 정기총회 개최(서울의대 임상의학연구소)

3. 18 <제 78회 동아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잠실 종합운동장)

4. 15 <제 7회 경향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상암동 월드컵공원)

5. 6 <아리수 미라클 축제>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경희궁 내 숭전전)

5. 19
제 1회 AHA PALS provider, instructor과정 개최(PALS위원회, 위원장: 박준동 서울의대 

교수)

9. 16 <제 1차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관>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을지로 입구역 지하 만남의 광장)

9. 30 제 3회 심폐소생술의 날 개최(올림픽 공원)

10. 4
서울특별시 용역사업 “심폐소생술 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사회복지회

관)

10. 7
<제 5회 하이서울마라톤 대회>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10. 15 <제 2차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관>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08

1. 10 제 4회 정기이사회 개최(신라호텔)

1. 17 제 3회 정기총회 개최(서울의대 임상의학연구소)

5. 5
<소아암 환우돕기 제 5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 

(반포 종합운동장)

5. 8 AHA ITO 담당자 Jo Haag 방한 간담회(한우리)

6. 13~14
TraumaCare 2008, RCA symposium (RCA activities to ILCOR 2010) 및 RCA General 

Assembly 참석, 강의 (일본 요코하마, 황성오 이사)

7. 4 제 2차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 개최(세브란스 치과대학병원 강당)

9. 30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약정서 체결 (세브란

스 심장혈관병원)

10. 14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선한사마리아 관련법안 통과) 축

하 행사” 공동 주관 (국회 대식당)

10. 16

제 4회 정기 총회 개최 및 신임 이사진, 이사장 선임(세브란스 스카이라운지) (참여기관: 대

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간호

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적십자사) 및 임원진 선출(이사장: 김성순 연세대 교수, 이

사: 노태호, 오동진, 오용석, 이문형, 김승호, 서기준, 임경수, 황성오, 박평환, 한문구, 김남

수, 조정숙, 유순규, 최석환 감사: 이창훈, 박재환)

2009

1. 14 제 5회 정기이사회 개최(신라호텔)

1. 21 제 5회 정기총회 개최(서울의대 임상의학연구소)

2. 20
생명보험협회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초등학교 CPR 교육 및 KTX 

자동제세동기 보급/교육 설명회 개최(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3. 1
AHA Stakeholders Meeting 개최(리츠칼튼호텔, 황성오 사무총장, 송근정 BLS위원장, 양

혁준 ACLS 위원장, Jo H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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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3
제 1회 ACLS Training Site Course Director Course &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워크샵 개최(서울아산병원)

5. 5
<소아암 환우돕기 제 6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 

(반포 종합운동장)

7. 8
생명보험협회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최종보고회 개최(밀레니엄힐

튼호텔)

7. 16
생명보험협회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자동제세동기 기증식 행사 개

최(서울역 서부광장, 김성순 이사장)

10. 9 제 3차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 개최(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강당)

11.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 필리핀 가입(RCA 회원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

르, 필리핀 총 5개국)

2010

1. 8 제 6회 정기이사회 개최(신라호텔)

1. 12 국군군의학교 MOU 체결(국군군의학교)

1. 15 제 6회 정기총회 개최(서울의대 임상의학연구소)

2. 3 제 4회 ACLS 연수강좌

2. 25
대한심폐소생협회, 마포구, 씨앤앰용산케이블 TV “2011 심폐소생술 공익캠페인 조인식” 

체결(마포구청)

3. 30 에스원 MOU 체결 (에스원 회의실)

4. 3
한국형 ACLS-EP & ACLS-Provider renewal course 코스 개최(중앙대학교 의학교육센

터)

4. 5
e-ACLS 교육과정 개발 및 ACLS 민군 연합 교육팀 발대식 개최(항공우주의료원, 김기운 

ACLS 위원)

5. 2
<소아암 환우돕기 제 7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 

(반포 종합운동장)

6. 9 RCA symposium and meeting 참석(싱가포르, 황성오 사무총장, 이중의 교육위원장)

7. 6 제 4차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 개최(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강당)

9. 10~11 <대한심폐소생협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로 제 1회 워크숍 개최(강원도 하이원리조트) 

11. 2
201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삼성서울병원 대강당)

○ American Heart Association과 stakeholder meeting 참석(시카고, 황성오 사무총장)

11. 4 대한적십자사 MOU 체결(대한적십자사 강당)

11. 26
용인지역 51개 초/중/고등학교 AED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기증식 개최 (AED 51대, 

AED trainer 25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102개, 심폐소생술 교육용 교재 1,020부, 

심폐소생술 교육용 DVD 510개)

12. 4 ILCOR business meeting 참석(포르투갈 Porto, 황성오 사무총장, 이중의 교육위원장)

2011
1. 6 제 7회 정기이사회 개최(W-Seoul Walkerhill 호텔)

1. 13 제 7회 정기총회 개최(서울의대 임상의학연구소)

2. 11 2011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회(가톨릭의과학대학 의과학센터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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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1

3. 30
대한심폐소생협회, 용산구, 씨앤앰용산케이블 TV “2011 심폐소생술 공익캠페인 조인식” 

체결(용산구청)

4. 12
서울특별시 지원사업 2011년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1 AED + 20 

Rescuers = A+ Metropolis」 만들기” 교육 홍보 사업 체결(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회의실)

4. 21 AHA Stakeholders Meeting 개최(잠실롯데월드, Mr. Laurence King)

5. 1
<소아암 환우돕기 제 8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 

(반포 종합운동장)

5. 27~28 <대한심폐소생협회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제 2회 워크숍 개최(강원도 원주인터불고 호텔) 

6. 28 제 5차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 개최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강당)

7. 4~7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 General Assembly 참석(태국 방콕, 황성오 사무

총장, 이중의 교육위원장, 송근정 BLS 위원장)

9. 4 한국전문소생술 KALS 교육 및 강사과정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센터 회의실)

9. 21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가슴압박 소생술 대국민 홍보사업”시행

(기간: 2011년 10월 14일~2011년 12월 13일 (3개월) 장소: 강남역사거리, 한국몬테소리, 

광화문 고려빌딩, 서울역 경인일보, 신촌예식장, 명동한국일보, 부산 서면 기업은행, 부산 

해운대 전광판)

10. 6
대만 응급의학회 및 ALS resuscitation symposium 참석 및 강의

(대만 타이페이, 이중의 교육위원장, 송근정 BLS 위원장)

10. 2 AHA stakeholder meeting (원주기독병원, 황성오 사무총장, Mr. King)

11. 3
소방방재청과 CPR 범국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MOU 체결(참여유관단체: 대한심폐소생협

회, 대한적십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소방방재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한국생활

안전연합회) (정부중앙청사)

11. 29
국내 AED 정착과 바람직한 확산을 위한 Symposium 개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육

위원회 주관, 이중의 교육위원장)

2012

1. 6 제 8회 정기이사회 개최 (W-Seoul Walkerhill 호텔)

1. 13 제 8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의대 임상의학연구소)

3. 22 대한치과위생사협회 MOU 체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의실)

4. 16~17 AHA international training consultant meeting (Mr. Robert Wales, Mr. King)

5. 6
<소아암 환우돕기 제 9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 

(반포 종합운동장)

6. 7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 긴급 좌담회’에 참여

(서울대학교병원 회의실, 유관단체: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대한응

급구조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생활안전연합)

6. 11~15
격오지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사업 시행(대상: 울릉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군

인 총 521명)

7. 13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 제의 및 창립 준비위원회 참여(황성오 사무총

장, 송근정 BLS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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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5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가슴압박 소생술 대국민 홍보사업”시행

(기간: 2012년 7월 15일~2012년 11월 15일 (4개월) 장소: 강남역사거리 몬테소리빌딩, 

명동 롯데백화점, 수원 경인일보빌딩, 천안 종합터미널광장, 대전 동부사거리, 광주 전일빌

딩, 부산 중앙동)

8. 22
질병관리본부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체결(원주기독병원 

회의실, 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

10. 12~13
“심폐소생술 창립 10주년”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협회의 역할> 주제로 제 3회 워크숍 

개최(강원도 원주인터불고 호텔) 

11. 8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및 세미나 개최(서울대학

교병원 소아임상 1강의실, 참여단체: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한국생활안전연합)

11. 23~24
<사무국 운영체계와 발전방향> 주제로 제 1회 사무국 워크숍 개최(제주도 오션스위츠 호

텔) 

12. 13 제 6차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 개최(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2013

1. 11 제 9회 정기이사회 개최(W-Seoul Walkerhill 호텔)

1. 18 제 9회 정기총회 개최(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3. 14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청회 개

최(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

3. 26
대한심폐소생협회,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해군포항병원, 포항성모병원과 MOU 체결(포

항시청)

4. 18
질병관리본부 심폐소생술 표준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체결(서울역 회

의실, 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

5. 5
<소아암 환우돕기 제 10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 

(여의도 한강공원)

5. 23 제 7차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 개최(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5. 25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심폐소생술 플래시몹 개최

6. 13 제7회 ACLS 연수강좌 개최(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트홀 봄)

8. 29 심폐소생술 표준 심화교육 프로그램 3,4단계 공개발표회(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 홀)

11. 18~12. 18 사회공헌사업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진행

12 .4 1st KACPR Symposium 2013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2014

3. 12 2014 서울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협약

4. 1
질병관리본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산 기반 구축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연구책임자: 황

성오 사무총장) 체결

6. 2~25 사회공헌사업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진행.

8. 29
질병관리본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산 기반 구축 사업<다문화 가정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12. 9
How to Develop Next Korean CPR Guideline 이라는 슬로건으로 2nd KACPR 

Symposium 2014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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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

3. 1
 질병관리본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민간경상보조사업(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

장) 체결

5. 10 <소아암 환우돕기 제 12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

8. 13 대한심폐소생협회–인사혁신처 MOU 체결

10. 22
질병 관리본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민간경상보조사업 <2015 가이드라인 개정 지

침 공개토론회>(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 개최(서울대학교 암연구소>

12. 4
NEW SCIENCE, NEW GUIDELINES 라는 슬로건으로 3rd KACPR Symposium2015개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대연회장)

2016

2. 1
질병관리본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 민간경상보조사업 체결(서울역 회의

실, 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

4. 6 대한심폐소생협회, 연합뉴스 MOU 체결(연합뉴스 대회의실)

5. 8
<소아암 환우돕기 제 13회 서울시민 마라톤>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운영

(여의도한강공원)

5. 27 대한심폐소생협회 사무국 이전(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8. 11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 공개발표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8. 26
경기도 전·역사 심폐소생술교육 사업 체결(경기도청 보건정책과 회의실, 연구책임자 : 조

규종 BLS 학술위원장)

9. 30
How to implement new resuscitation guideline 라는 슬로건으로 4th KACPR 

Symposium 2016개최(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

11. 11~30 격오지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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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미션과 비전

우리 협회는 국민에게 심장정지의 위험성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시

키고, 심폐소생술을 교육,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폐소생술로’는 심폐소생술이

라는 수단을 통하여’ 라는 의미로서 ‘우리 협회의 목적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확산, 심폐소생술의 교육, 보급’을 포함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심장정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심폐소생술 보급으로 심장정지 발생률이 낮

아지고 심장정지가 발생하더라도 생존사슬을 통하여 생존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하고 개인적으로는 심장정지로부터의 완

전한 회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의미이다.

미션

심폐소생술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비젼

심폐소생술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보급하는 교육기관

심폐소생술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기관

과학적 근거로 심폐소생술 

지침을 제정하는 학술기관

국민에게 심장정지와 

심폐소생술을 알리는 

참여기관

우리 기관은 검증된 교육 방법으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으로써, 우

리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한다. 또한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를 양

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심기관이 된다.

우리 기관은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발전된 

심폐소생술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기관이 된다. 또한 개발된 교육방법이 심폐

소생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선도 기관이 된다.

우리 기관은 심장정지와 심폐소생술을 연구하는 학술활동을 하며, 과학적 근

거를 바탕으로 심폐소생술 지침을 개정하여 국가 표준 지침을 제정하는 중심 

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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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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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5대 핵심 가치(core values)

심폐소생술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심장정지가 발생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생명 사

랑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 사랑은 우리 협회 활동의 가장 바탕이 되는 핵심

가치이다.
생명 사랑

우리 기관은 의학전문단체로부터 비의료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설

립되었다. 또한 우리 기관에는 전문가로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동기를 가진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 구성 단체 간,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은 우리 기관이 

개방된 공동체로서 모든 구성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가

치이다.

소통과 

협력

우리 협회는 발전된 심폐소생술 방법을 개발하고 과학적 근거로 심폐소생술 지침을 

제정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다수의 일반인에

게 보급하려면 우리 기관이 개발한 전문적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우리 기관이 개발한 심폐소생술 교육 방법의 활용과 심폐소생

술 지침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가치이다.

전문성과 

접근성

우리 협회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보급을 통하여 사회공헌을 하는 비

영리기관이다. 우리 협회의 운영자와 우리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게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활동을 통하여 우리 기관에 대한 내, 

외부로부터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

윤리와 

신뢰

우리 협회에서의 활동은 대가가 없는 자원봉사이다. 우리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

람은 협회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이 유일한 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와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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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구성

총회
총회는 각 유관단체로부터 추천된 사람이거나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정회원 등록 절차를 마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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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회, 전문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ALS)위원회, 소아소생술(Pediatric life support:PLS)위원

회, 신생아소생술(neonatal resuscitation: NR)위원회를 운영하며, 실무위원회로서는 재무위원

회,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간행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사회

임원
(이사)

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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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조직도

기본소생술 기획

교육

대외협력

홍보

간행

재무

전문소생술

소아소생술

신생아
소생술

이사장, 이사회

이사장, 이사회

사무국

감사

전문위원회

관리운영팀

실행위원회

교육지원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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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은 대한심폐소생협회 2016년 당시의 기준임)

임원진

(사)대한심폐소생협회 위원장(2016년)

(사)대한심폐소생협회 3대 이사진(2016년)

구분 성명 소속

이사장 김성순 국군수도병원 순환기내과

사무총장 황성오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양혁준 가천의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대한심장학회 이사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이문형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대한응급의학회 이사
유인술 충남의대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중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대한간호협회 이사 장봉희 아주대학교병원 간호팀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 이상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 김남수 한양의대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대한신경과학회 이사 강중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이사 유순규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대한적십자사 이사 김상진 대한적십자사 본사 병원보건안전국

구분 성명 소속

이사장 김성순 국군수도병원 순환기내과

사무총장 황성오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재무위원장 이문형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간행위원장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기획위원장 박규남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홍보위원장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교육위원장 양혁준 가천의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BLS위원장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ALS위원장 김   현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PLS위원장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NR위원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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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사무총장 황성오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관리운영팀
박은주 대한심폐소생협회 관리운영팀 팀장

김지현 대한심폐소생협회 관리운영팀 사무원

교육지원팀

김길남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팀장

신미애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주임

송은진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사무원

임경이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사무원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간사 박승민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남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오상훈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승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양혁준 가천의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실무위원장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학술분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박인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신종환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최대해 동국의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KBLS 분과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BLS 분과간사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간사
박승민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제상모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사무국

간행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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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박규남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윤준성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영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오상훈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승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최승필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간사 이승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성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김수연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김영신 매디컬월드뉴스편집장

김호중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광식 KBS 의학기자

박종수 고려의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백진휘 인하의대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윤민섭 카프리즘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지용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정재훈 법무법인 소명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조영신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최혜경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일반인 분과장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BL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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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일반인 분과위원

김동원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연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김진우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현정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박상욱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인 분과장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의료인 분과위원

김강남 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재범 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김희정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박창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

김진욱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선영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송소현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이명렬 대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진혁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   현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ALS 위원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진회 서울소방학교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박승민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박현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서덕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손유동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신중호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   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AL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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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ALS 위원

윤영훈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제상모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진 한림의대 성심병원 순환기내과

ACLS 분과장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ACLS 분과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강영준 제주의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고봉연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권말숙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권혜란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승오 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종빈 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현정 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진선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박현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광석 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마취과

서덕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신중호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   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정우 경희대 치대 경희대학교병원 구강외과

이창규 이손의료재단 이사장 치과

윤영훈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제상모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진 한림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순환기내과

현진숙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26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구분 성명 소속

KALS 분과장
박승민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제상모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위원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KALS 분과위원

손유동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윤영훈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 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술 분과장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서덕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손유동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위   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장성원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장혜영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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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 분과장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분과간사 김남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교육 분과위원

김현정 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노기철 김포우리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류정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한지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 분과장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 분과간사 이진희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진태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서동인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윤종서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장혜영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PLS 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애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간사 조수진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김한석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장윤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용훈 인하의대 인하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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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개발

우리 협회는 국내 관련 전문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2005년
과 2006년에 걸쳐 우리 협회 주관으로 수행된 보건복지부의 용역사업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제
정 및 보급” 사업(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
한신경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50여명의 전문
가가 참여한 다학제적 연구사업이었다. 2006년 발표된 최초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11년에 개정
되었다. 2011년 개정작업에도 2006년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에 참여하였던 관련 전문학술단체가 모두 참
여하였으며, 이 개정작업의 결과가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다.

심폐소생술 보급 사업

우리 협회의 설립 목적인 심폐소생술의 보급을 위한 과정에서도 국가 기관 및 타 연관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2004년부터 2년간 진행된 서울시 심폐소생술 보급사업을 수행하여 심폐소생술의 
날 행사, 심폐소생술 길거리 체험 행사 등의 홍보 및 교육 사업을 함으로써,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부터 2년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역을 포함한 KTX 
역과 열차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사업을 하였으며,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였다. 
2011년에 진행된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인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가이드라인’ 사업(연구책임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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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사무총장)에서는 심정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하여야 하는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사업
에는 우리 협회의 전문가와 한국생활안전연합,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보건교사회 등 심폐소생술의 
보급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사업

우리 협회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이어 우리나라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에 앞
장서고 있다. 우리 협회는 2012년부터 2년간 질병관리본부의 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
생술 교육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총 4단계로 구성된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우리 협회의 전문가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생활안전연
합, 보건교사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대한적십자사의 전문가가 자문위원
으로 참여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인 교육의 국가 표준 프로그램으로 활
용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보급 국민운동본부 결성

우리 협회는 심폐소생술의 보급과 홍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의 보급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의 연합 기구인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을 제안하여 2012년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응급의학
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하정열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이사장)를 출범시켰다. 심
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는 심폐소생술 관련단체의 역량을 모아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보급에 앞장서는 기
구로서 운영될 것이다.

심폐소생술 교육 기관과의 협력

우리 협회는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국군의무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서울시, 포항시 등 지방자치
단체 등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교육 지원 협약을 맺고 있다. 우리 협회는 협약 기관에 교
육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교육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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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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대한심폐소생협회 결성을 위한 대한순환기학회-대한응급의학회 공동추진위원회(가칭 대한심폐

소생위원회) 결성(공동위원장: 김성순, 황성오, 응급의학회 위원: 서길준, 이부수, 순환기학회 위

원: 고재곤, 오동진, 김영훈, 이문형).

11. 29

서울대학교 임상연구센터에서 대한심폐소생협회 창립 발기인 모임 및 창립 행사 개최(참여기

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간

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적십자사) 및 임원진 선출(이사장: 김성순 연세대 교수)

2004 10. 3 대한순환기학회 심장의 날 행사 참여(심폐소생술 강의 및 실습교육)

2005

5. 29
제 1회 심폐소생술의 날 행사(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개최(심폐소생술의 날 선포식, 교육업

무조인식, 홍보대사(유인촌) 위촉식 진행)

11. 9
대한응급의학회 워크숍(심폐소생술 교육과정) 공동 주최. BLS provider course: 36명, ACLS 

provider course: 12명, BLS instructor course: 12명 배출

12. 21 2005 CPR Guidelines Conference 개최(연세대 세브란스 재활병원 1층 강당)

2006

8. 11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배포’ 사업수행 및 공용 심폐소생

술 가이드라인 발표

8. 11 미국심장협회 심폐소생술 지침 번역서 출간

10. 22
제 2회 심폐소생술의 날 행사 개최(서울 시청 앞 광장, 우수구급대원 표창, 심폐소생술 강의 및 

시범, 가족 골든벨 대회, 체험발표 등)

12. 8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국회 도서관 대강당)

2007

3. 18 <제 78회 동아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잠실 종합운동장)

4. 15 <제 7회 경향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상암동 월드컵공원)

5. 6 <아리수 미라클 축제>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경희궁 내 숭전전)

9. 16 <제 1차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관>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을지로 입구역 지하 만남의 광장)

9. 30 제 3회 심폐소생술의 날 개최(올림픽 공원)

10. 4 서울특별시 용역사업 “심폐소생술 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한국사회복지회관)

2008

5. 5
<소아암 환우돕기 제 5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반포 종

합운동장)

9. 30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약정서 체결(세브란스 심

장혈관병원)

10. 14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선한사마리아 관련법안 통과) 축하 행

사” 공동 주관(국회 대식당)

우리 협회의 국내 단체와의 교류 활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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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0
생명보험협회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초등학교 CPR 교육 및 KTX 자동제

세동기 보급/교육 설명회 개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5. 5
<소아암 환우돕기 제 6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반포 

종합운동장)

7. 2
생명보험협회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자동제세동기 기증식 행사 개최(서

울역 서부광장)

2010

1. 12 국군군의학교와 교육 협약 MOU 체결 (국군군의학교)

2. 25
대한심폐소생협회, 마포구, 씨앤앰용산케이블 TV “2011 심폐소생술 공익캠페인 조인식” 체결 

(마포구청)

3. 30 에스원과 교육협약 MOU 체결 (에스원 회의실)

4. 5 e-ACLS 교육과정 개발 및 ACLS 민군 연합 교육팀 발대식 개최(항공우주의료원)

5. 2
<소아암 환우돕기 제 7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반포 

종합운동장)

11. 2 201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삼성서울병원 대강당)

11. 4 대한적십자사와 교육협약 MOU 체결(대한적십자사 강당)

11. 26

용인지역 51개 초/중/고등학교 AED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기증식 개최(AED 51대, AED 

trainer 25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102개, 심폐소생술 교육용 교재 1,020부, 심폐소생술 

교육용 DVD 510개)

2011

2. 11 2011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회(가톨릭의과학대학 의과학센터 강당)

3. 30
대한심폐소생협회, 용산구, 씨앤앰용산케이블 TV “2011 심폐소생술 공익캠페인 조인식” 체결 

(용산구청)

4. 12
서울특별시 지원사업 2011년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1 AED + 20 Rescuers = 

A+ Metropolis」 만들기” 교육 홍보 사업 체결(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회의실)

5. 1
<소아암 환우돕기 제 8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반포 

종합운동장)

9. 21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가슴압박 소생술 대국민 홍보사업”시행 

11. 3

소방방재청과 CPR 범국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MOU 체결

(참여유관단체: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적십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소방방재청,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 (사)한국생활안전연합회) (정부중앙청사)

11. 29 국내 AED 정착과 바람직한 확산을 위한 Symposium 개최(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34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2012

3. 22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교육협약 MOU 체결(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의실)

5. 6
<소아암 환우돕기 제 9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반포 

종합운동장)

6. 7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 긴급 좌담회’에 참여(서울대학교병원 회의실, 유관단체: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적십

자사, 한국생활안전연합)

6. 11~15
격오지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사업 시행(대상: 울릉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군인 총 

521명)

7. 13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 제의 및 창립 준비위원회 참여

7. 15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가슴압박 소생술 대국민 홍보사업”시행

8. 22 질병관리본부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체결 

11. 8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발기인 대회 및 세미나 개최(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 1강의실, 참여단체: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한국생활안전연합)

2013

3. 14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청회 개최(서울

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

3. 26
대한심폐소생협회,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해군포항병원, 포항성모병원과 MOU 체결(포항시

청)

4. 18 질병관리본부 심폐소생술 표준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체결

5. 5
<소아암 환우돕기 제 10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반포 

종합운동장)

5. 25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심폐소생술 플래시몹 개최

8. 29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심폐소생술 표준 심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개발표회 개최 

11. 18~

12. 18

사회공헌사업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사업 진행(대상: 동궁초등학교, 홍주중학교, 완도중

앙초등학교, 울산경의고등학교 초, 중, 고 학생 및 교사 총 1000명)

2014

3. 12 서울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 체결(서울시청)

4. 1 질병관리본부 일반인 심폐소생술확산 기반 구축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체결(서울역 회의실)

5. 4
<소아암 환우돕기 제 11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여의

도 한강공원)

6. 2~25
사회공헌사업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사업 진행(대상: 서일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안면

중학교, 석화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초, 중, 고 학생 및 교사 총 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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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 질병관리본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민간경상보조사업 체결(서울역 회의실)

5. 10
<소아암 환우돕기 제 12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여의

도 한강공원)

10. 22
질병관리본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민간경상보조사업 <2015 가이드라인 개정 지침 공

개토론회> 개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016

2. 1 질병관리본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 민간경상보조사업 체결(서울역 회의실)

4. 6 대한심폐소생협회, 연합뉴스 MOU 체결(연합뉴스 대회의실) 

5. 8
<소아암 환우돕기 제 13회 서울시민 마라톤>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여의

도 한강공원)

8. 11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 공개발표회 개최(대한

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8. 26 경기도 전철역사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체결(경기도청 보건정챙과 회의실)

10. 16 <위아자 나눔장터>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무료체험 교육장 운영(광화문 광장)

11. 11 ~30
사회공헌사업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사업 진행(대상: 전북세인고등학교, 대전대덕고등학

교, 충남아산중학교, 충남주산초등학교 초, 중, 고 학생 및 교사 3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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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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심장협회와의 교류

우리 협회가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발표한 2006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미
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왔다. 당시, 우리나라와 미
국심장협회와는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AHA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AHA와의 아무런 협
약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협회는 협회의 설립단계에서부터 AHA와 접촉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2004년 12월 국내 최초로 AHA와 국제교육(inter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ITO) 계약을 체결하였다. AHA와의 ITO계약으로 우리 협회는 국내 유일의 AHA 
training center로 지정받았으며, 그 후 AHA의 기본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 전문소생술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ACLS), 소아전문소생술(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PALS)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AHA와의 계약이 성립된 후 2005년 5월에 AHA BLS, ACLS 
provider 및 instructor 교육이 처음 시작되었고, 당시 AHA의 national faculty인 Edward Stapleton
교수, ITO director인 Jo Haag 등 6명의 AHA강사가 내한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2004년 우리나라에 
심폐소생술 지침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AHA와 계약 하에 AHA의 Guidelines for CPR and ECC의 전
문 번역을 시작하여 2006년 번역판을 완성하였다. 2013년에는 AHA의 의뢰를 받아 AHA가 한글로 번역
한 AHA BLS provider, BLS instructor manual 번역판을 우리 협회의 전문가들이 proofreading 및 
감수함으로써, AHA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교육책자를 한글화하였다.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

우리 협회는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lines)의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2005년 
미국 달라스에서 열린 2005 ILCOR CPR and ECC guidelines을 위한 consensus meeting에 우리 협
회의 황성오 이사가 우리나라 대표로 초대되어 참여하였다. 2010년 ILCOR CPR and ECC guidelines
의 제정 과정에는 우리 협회의 황성오 사무총장이 ILCOR BLS taskforce member로서 활동하였으며, 
황성오 사무총장과 정성필 ACLS위원이 worksheet author로서 참여한 바 있다. 2005년과 201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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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와 AHA stakeholder meeting을 개최하여 심폐소생술 지침에 관련한 우리 협회의 의견과 입장을 
AHA에 전달한 바 있다. 2015년 개정되는 심폐소생술 개정을 위한 ILCOR taskforce에 우리 협회의 양
혁준 ACLS위원장이 First aid taskforce member로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소생위원회 창설

우리 협회는 아시아지역의 심폐소생술 전문기구인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 아시아소생
위원회)의 창설에 설립회원으로 참여하였다. 2005년 ILCOR CPR and ECC guidelines meeting에 참
석하였던 황성오 사무총장이 일본(Japanese Resuscitation Council), 싱가폴(National Resuscitation 
Council of Singapore), 대만(Taiwan Resuscitation Council)과 함께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창립하였다. 이후 매년 개최되는 RCA의 총회에 우리 협회는 RCA의 부의장국(부의장: 김성순 
이사장)으로서 참여하였으며, 2009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응급의학회 기간에 우리 협회가 
RCA 총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다. 2006년에 RCA가 ILCOR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의 회원이 됨에 따라 우리 협회도 ILCOR의 참여국이 되었으며, 그 후 우리 협회의 대표
가 RCA를 대표하여 ILCOR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우리 협회는 2013년부터 심폐소생술 학술대회(KACPR symposium)을 개최하면서 RCA회원국을 중
심으로 국제학술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는 RCA회장을 비롯한 
RCA회원국 회원 전원이 참석하여 ‘Sharing our experience on CPR education’ 제하의 round-table 
discussion을 함으로써, 심폐소생술에 관한 각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는 학술행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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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미국 American Heart Association과 국내 유일의 Inter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계약 

체결

2005

1. 30

미국 달라스에서 열린 2005 ILCOR CPR and ECC guidelines meeting에서 일본(Japanese 

Resuscitation Council), 싱가폴(National Resuscitation Council of Singapore), 대만(Taiwan 

Resuscitation Council)과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창립

5. 23~28

제 1회 AHA BLS & ACLS provider, instructor과정(AHA강사: Edward Stapleton, Michael 

Kerr, Howard Sidler, Richard Harper, Diana Cave, Jo Haag) 개최. BLS과정 (17 instructors, 

41 new instructors trained, 39 healthcare providers), ACLS과정 (15 instructors, 37 new 

instructors trained, 40 providers) 배출

7. 17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Statutes 조인식(일본, 나고야 Aichi Expo 회의장)

7. 23~24 AHA관계자와 stakeholder meeting개최

9. 1 AHA와 2000 CPR and ECC guidelines번역 계약 체결

2006

1. 18~19 ILCOR 2005 Guidelines Rollout Meeting (미국, 달라스) 참가

3. 4~5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General Assembly참석(싱가포르, Singapore General 

Hospital) 및 부의장국 선출(김성순 이사장)

4. 8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의 ILCOR가입으로 ILCOR회원국이 됨

8. 11 미국심장협회 심폐소생술 지침 번역서 출간 기념회(밀레니엄힐튼호텔)

11. 8~9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General Assembly 및 3rd Symposium 참석(일본, Meitetsu 

Grand Hotel)

2007 5. 19 제 1회 AHA PALS provider, instructor과정 개최

2008
5. 8 AHA ITO 담당자 방한 간담회

6. 13~14
TraumaCare 2008, RCA symposium (RCA activities to ILCOR 2010) 및 RCA General 

Assembly 참석

2009 3. 1 AHA Stakeholders Meeting 개최 (리츠칼튼호텔)

2010
6. 9

RCA symposium and meeting 참석 (싱가포르)

American Heart Association과 stakeholder meeting 참석 (시카고)

12. 4 ILCOR business meeting 참석(포르투갈 Porto)

2011
4. 21 AHA Stakeholders Meeting 개최 (잠실롯데월드)

7. 4~7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 General Assembly 참석(태국 방콕)

2012 4. 16~17 AHA international training consultant meeting 

대한심폐소생협회와 국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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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8. 31
AHA가 한글 번역한 AHA BLS provider, BLS instructor manual 번역판의 proofreading 및 

감수

2014
4. 28 ~ 5. 2 ILCOR business meeting 참석(캐나다, 반프)

4. 7~9 AHA-ACLS-EP Rollout 참석 (홍콩)

2015
1. 29 ~ 2. 5 ILCOR consensus conference 참가 (미국, 달라스)

5. 26~28 RCA 15th GA and Symposium 참석 (필리핀, 마닐라)

2016

2. 26~27
National Resuscitation Council of Singapore의 International Resuscitation Science 

Symposium 참가(싱가포르)

5. 26~28
Japan Resuscitation Science Symposium 및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일본)

9. 29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 총회 개최 (한국, 서울)

11. 10
AHA-KACPR ITC agreement renewal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17년 2월 20일~2019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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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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관리운영팀과 교육지원팀으로 구성하며, 관리운영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지원팀은 교육에 관한 제반 관리 및 지원 실무업무
를 담당한다. 

사무국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사무총장 황성오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관리운영팀
박은주

김지현 

대한심폐소생협회 관리운영팀 팀장

대한심폐소생협회 관리운영팀 사무원

교육지원팀

김길남 

신미애 

송은진 

임경이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팀장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주임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사무원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지원팀 사무원

교육 및 활동

- 201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 수행

협회는 질병관리본부 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사업(연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함께 201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2015 심폐소생
술 가이드라인의 한글본은 대한응급의학회지 8월호의 부록으로 게재되었으며, 영문본은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의 4월호 부록으로 게재되었다.

- 사무실 이전

우리 협회는 새 사무실을 구입하여 2016년 5월 27일에 사무국을 이전하였음. 새 사무실은 직원들의 사무 
공간뿐 아니라, 80석의 교육장 겸 회의실, 세미나실, 라운지를 갖추고 있어서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
반인 강사과정 및 BLS instructor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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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경상보조사업(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사업) 공개발표회 개최

우리 협회가 질병관리본부의 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사업’(연
구책임자: 황성오 사무총장)의 개발 내용에 대한 공개발표회가 2016년 8월 11일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
나실에서 개최되었음. 공개발표회에는 심폐소생술 일러스트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정 과정 및 동영상 
시사회, 교육강사 지침, 개정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결과, 한국심장정지연구 컨소시엄 운영 결
과에 대한 공개발표회가 진행되었다.

- 협회 워크숍 개최

2016년 9월 9일-10일 양일간 우리 협회는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협회 발전을 위한 워
크숍을 원주의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하였음. 협회의 각 위원장과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에
서는 35명의 협회 임원, 위원 및 Faculty가 참여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    
었다.

-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 총회 

2016년 9월 2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RCA총회에 김성순 이사장, 황성오 사무총장, 박규남 기획
위원장, 송근정 BLS위원장, 정성필 용어위원장, 윤준성 기획간사가 참석하였음. RCA총회에는 RCA의장
인 대만의 Dr. Tzong Luen Wang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홍콩으로부터 
9명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 경기도 전철역사 심폐소생술 교육지원 사업 수행

우리 협회는 경기도 전철역사 심폐소생술 교육지원 사업(사업책임자: 조규종 BLS간사, 사업기간: 2016
년 9~2017년 2월)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경기도 55개 전철역사 근무 역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
환자 발생 초기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도 전철역사의 시민안전도 향상에 기여하
는 사업을 수행 하였다.

- AHA-KACPR ITC agreement renewal

우리 협회와 AHA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ITC) 계약에 대한 renewal이 
진행되었음. 우리 협회는 2005년에 AHA와 ITC agreement를 주고 받은 이후로 AHA의 ITC로서 AHA
교육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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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남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오상훈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승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및 활동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지 발간
대한심폐소생협회 상반기 소식지

발행인 김성순

편집인
김준수 / 박승민, 강구현, 김남균, 오상훈, 이승

준, 장용수, 조규종

발행일자 2016년 6월 30일

발행부수 1,200부

목차

News Highlight – ‘2015 한국 심폐소생술 가

이드라인 개정’

CPR칼럼 – 인공지능 및 IT의 발전과 심폐소생

술

CPR교실 – 독성물질 섭취 후 발생한 심정지의 

심폐소생술

심정지 증례 –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

서 효율적인 조기 심폐소생술로 회복시킨 증례

심정지 증례(체험수기) – 생명의 무게

심정지 관련 Journal Review - 불응성 심실세

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을 보이는 병원 밖 심

정지 환자에서의 아미오다론이나 리도카인의 

사용

대한심폐소생협회 정보와 소식

대한심폐소생협회 하반기 소식지

발행인 김성순

편집인
김준수 / 박승민, 강구현, 김남균, 오상훈, 이

승준, 장용수, 조규종

발행일자 2016년 12월 31일

발행부수 2,100부

목차

News Highlight – 새로운 일반인 심폐소생

술 교육과정

CPR칼럼 – 현직 교사가 말하는 학교 심폐소

생술 교육 이야기

CPR교실 – 심폐소생술 중 에크모(ECMO)의 

사용

심정지 증례(체험수기) 값진 경험, 값진 생명

심정지 관련 Journal Review - 불응성 심실

세동 환자에서의 에스몰롤(Esmolol) 치료

대한심폐소생협회 정보와 소식

2016 KACPR 교육현황

간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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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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혁준 가천의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실무위원장 김기운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학술분과 위원

강구현

나상훈

박인철

신종환

이지숙

이창희

최대해

탁양주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동국의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KBLS 분과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BLS 분과간사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장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간사
박승민

제상모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및 활동

- 의료인/일반인 강사 티셔츠 추가 제작

2016년 BLS Instructor 과정 17회, ACLS Instructor 과정 2회, 일반인 강사 과정 13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일반인 강사 티셔츠 300벌과 의료인 강사티셔츠 600벌을 추가 제작하였다.

- 일반인 & 일반인 강사교재 제작

BLS 위원회 일반인분과에서 일반인 & 일반인 강사교재를 2015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하여 일반인 & 일
반인 강사교재를 각 10,000부씩 제작하였다.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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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을 위한 기본소생술 교육과정(Korean BLS provider course) 개발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연간 20,000명 규모의 AHA-BLS Provider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미국심장협회 교육센터의 역할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과 맞게 KBLS Provider 과정 및 보건의료
인을 위한 기본소생술 교육과정(Korean BLS provider course) 개발 동영상을 개발하고 있다.

- KALS 교육 동영상 pilot 개발/ 교육동영상 제작

2015 심폐소생술 지침 개정에 따라 KALS Provider 과정의 내용 업그레이드 및 교육 과정의 질적 관리

를 위하여 표준화된 교육동영상을 pilot 형태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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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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남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윤준성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구현

김영민

오상훈

이승준

이창희

조규종

최승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및 활동

- 제 4회 KACPR Symposium 2016

“How to implement new resuscitation guideline”이라는 부제로 제4회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포지
움이 개최되었다. 2016년 9월 3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심폐소생술 
관련 단체 400여명이 참석하였고, 5개의 Session에서 18명의 연자가 참여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Session에서는 2015년에 발표된 AHA Guideline, ERC 
Guideline등 새로운 국제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이하 RCA) 회원국의 대표자들이 본인 국가의 CPR 
Guideline에 대해 발표 하였고, Taiwan, Japan, Singapore, Thailand, Hong Kong, Phillippines, 
Korea등 총 7개국의 CPR Guideline이 공유되었다. Plenary Session에서 AHA Guideline의 review 
and writing member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던 University of Vanderbilt의 Mary F. Hazinski 교
수가 “Future perspective of CPR Guidelines”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후 Session에서는 Chain of 

Survival을 강화 시키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재가 논의 되었다.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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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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간사 이승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위원

강구현

김성환

김수연

김영신

김호중

노상균

박광식

박종수

백진휘

윤민섭

이미진

임지용

정재훈

주은아

조영신

최혜경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매디컬월드뉴스편집장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KBS 의학기자

고려의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인하의대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카프리즘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법무법인 소명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 및 활동

- 대한심폐소생협회-연합뉴스 업무협약 체결

 2016년 4월 6일 홍보위원회에서는 심폐소생술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국민 
심폐소생술 홍보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대한심폐소생협회 캐릭터 쿵쿵맨 인형탈 제작

홍보위원회에서는 각종 행사에서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심폐소생협회의 대표 캐릭터 
콩콩걸 인형탈을 제작하였다. 쿵쿵맨과 콩콩걸 인형탈을 제작하여 협회 내부 및 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사용중이다.

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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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암 환우돕기 제 13회 서울시민 마라톤 대회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운영

홍보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8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소아암 환우돕기 제 13회 서울시민마
라톤대회에 Facebook과 Twitter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다. 

- Facebook SNS 이벤트 진행

내용 기간 경품
참여

인원

게시물

좋아요

퀴즈(댓글)

이벤트

페이스북에 이벤트 공지문

을 게시해 퀴즈 정답을 댓

글로 유도

4월 27일

~ 5월 3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10명)
470명 377개

소아암마라톤 

사진 이벤트

소아암마라톤대회에서 쿵

쿵맨과 사진을 찍고 해시태

그와 함께 SNS에 게시

5월 8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7명) 7명 24개

사진 이벤트

주위에 있는 심장충격기와 

함께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

와 함께 SNS에 업로드

7월 6일

~ 7월 13일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케이크 

기프티콘(13명)
13명 24개

휴가지 

사진 이벤트

여름 휴가기간동안 휴가지

에서 만난 심장충격기 사진

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8월 1일

~ 8월 12일

1등(1명): 콜맨 원터치 자동텐트

2등(3명):   CGV 골드클래스 관람

권 2매

3등(15명):   샤오미 보조배터리 

10000mAh

18명 89개

- 제 4회 심포지엄 홍보부스 운영

홍보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된 심포지엄 참석기념품 “여행용 파우치”를 제작하
였고, 로비에 심폐소생술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심폐소생술 경연이벤트를 실시하였다. 60여명이 참여하
였으며, 1등은 아이패드 미니4(1명), 2등은 커피머신(2명), 3등은 스타벅스 텀블러(4명), 4등은 비욘드 바
디워시세트(8명)을 증정하였다. 

- 인포그래픽공모전 개최

홍보위원회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일자는 
2016년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받았으며, 심폐소생술방법분야와 통계응용분야에 총 30명에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분야별로 최우수상 2명(백지희, 김예솔), 우수상 6명(김이나, 장세희, 조인애, 신우
진, 박새롬, 김민아)에게 시상하였으며 상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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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릴레이 캠페인

2016년 4월 6일 홍보위원회에서는 심폐소생술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국민 심
폐소생술 홍보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여 점수를 확인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는 내
용이다. 캠페인 관련하여 연합뉴스에서 언론보도자료(기사)를 배포한다.

- 위아자 나눔장터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 운영

① 일시: 2016년 10월 16일(일)
② 장소: 광화문광장 ‘위아자 나눔장터’
③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위아자 나눔장터에 심폐소생술 교육부스를 운영하였다. 가족, 연인, 외국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facebook과 Instagram을 통하여 홍보하였다. 기념품으로 치약칫솔세트
를 제작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250여명에게 기념품과 수료증을 증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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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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간사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일반인 분과위원장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일반인 분과위원

김동원

김수연

김진우

김현정

박상욱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인 분과위원장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의료인 분과위원

김강님

김재범

김희정

박창제

조영석

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장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

김진욱

박선영

송소현

이명렬

이진혁

장용수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및 활동

- 2016년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2016년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총 13회를 운영하여 356명의 강사를 배출하였
고, 2016년 12월까지 일반인 강사의 수는 2,040여명이다.

기본소생술(BL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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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9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01월 21일 ~ 01월 22일

교육장소 LW컨벤션 3층 회의실

참여강사
임훈(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고재욱(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내과), 김승연(대한심폐소생협회), 김철태(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24명

수료인원 23명

제 130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02월 18일 ~ 02월 19일

교육장소 LW컨벤션 3층 회의실

참여강사

홍지연(호원대학교 간호학과), 김옥현(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김진철(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응급의료센터),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윤병길(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주은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29명

수료인원 29명

제 131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03월 10일 ~ 03월 11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2층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이중의(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승연(대한심폐소생협회), 김재범(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박선영(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장용수(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28명

제 132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06월 09일 ~ 06월 10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2층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건남(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옥현(청암대학교 간호학과), 박성혁(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한승희(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육인원 29명

수료인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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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05월 23일 ~ 05월 24일

교육장소 한국생활안전연합

참여강사

이태헌(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철(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응급의료센터)

박선영(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변규리(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장용수(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4명

수료인원 19명

제 134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08월 25일 ~ 08월 26일

교육장소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송소현(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고재욱(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김재범(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변규리(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이경우(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은경(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30명

제 135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09월 01일 ~ 09월 02일

교육장소 ㈜에스원 천안연수원

참여강사

박창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김미숙(춘해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박선영(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은경(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최일국(천안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30명

제 136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09월 12일 ~ 09월 13일

교육장소 ㈜에스원 천안연수원

참여강사

변규리(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김균무(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재우(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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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10월 05일 ~ 10월 06일

교육장소 ㈜에스원 천안연수원

참여강사

김재범(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옥현(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정영미(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인사팀), 주은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30명

제 138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12월 07일 ~ 12월 08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권은옥(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김승연(대한심폐소생협회)

문중범(강원의대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23명

수료인원 23명

제 139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12월 01일 ~ 12월 02일

교육장소 국군의무학교 SAVE Center

참여강사

오성범(단국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김건남(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김균무(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옥현(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김재우(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최일국(천안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4명

수료인원 23명

제 140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12월 12일 ~ 12월 13일

교육장소 울산남부소방서 대강당

참여강사

김재범(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김균무(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변규리(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임훈(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홍정석(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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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차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일자 2016년 12월 14일 ~ 12월 15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승연(대한심폐소생협회)

김옥현(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김재우(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문중범(강원의대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3명

수료인원 19명

- 2016년 AHA BLS Instructor 과정

2016년 총 17회의 AHA B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269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2016년 12월까
지 BLS 강사의 수는 2,600여명이다. 

제 171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2월 24일

교육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참여강사

박성혁(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연(강동대학교 간호학과)

박상욱(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조규종(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최일국(천안충무병원 응급의학과), 한미라(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한영인(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30명

제 172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2월 03일

교육장소 대구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김재범(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김균무(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일(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용인(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송소현(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염석란(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우(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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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3월 06일

교육장소 춘해보건대학교 홍익관

참여강사

김미숙(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진우(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진철(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응급의료센터), 박창제(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윤병길(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29명

제 174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3월 23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2층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김재우(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김건남(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김호중(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중의(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조규종(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주은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홍정석(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9명

수료인원 26명

제 175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4월 21일

교육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참여강사

김재범(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김선애(대한심폐소생협회)

오동진(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장용수(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정영미(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한승희(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29명

제 177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5월 13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2층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서정열(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승연(대한심폐소생협회), 박선영(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박성혁(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9명

수료인원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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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8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5월 27일

교육장소 대전보건대학교

참여강사

정재봉(울산동강병원 응급의학과), 권말숙(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김수일(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진철(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응급의료센터), 류지호(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선영(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임훈(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30명

제 179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5월 19일

교육장소 동국의대 경주병원

참여강사

최대해(동국의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김균무(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변규리(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송소현(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엄동춘(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경우(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5명

수료인원 25명

제 180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6월 17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2층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신중호(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고재욱(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김찬웅(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성혁(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윤병길(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준휘(강원의대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대해(동국의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5명

수료인원 25명

제 181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6월 07일

교육장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참여강사

손유동(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문중범(강원의대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선영(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임훈(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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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7월 13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임훈(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강구현(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명천(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변규리(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염석란(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1명

수료인원 21명

제 183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0월 19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송근정(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손유동(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장용수(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0명

수료인원 17명

제 185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0월 27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강님(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재범(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장용수(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규종(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20명

수료인원 15명

제 186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1월 10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조준휘(강원의대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연(강동대학교 간호학과)

박선영(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이은경(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이태헌(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8명

수료인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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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1월 16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오성범(단국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김균무(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재우(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박창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20명

수료인원 18명

제 188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1월 29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건남(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승연(대한심폐소생협회),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주은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20명

수료인원 16명

제 189차 B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2월 16일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황용(원광의대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옥현(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이창희(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임희정(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장경민(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20명

수료인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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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수

2016년 BLS TS 212 개소

2016년 신규 지정 BLS TS

[2016.02.20]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016.02.24]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2016.03.2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2016.04.26] 경주대학교 BLS-TS
[2016.05.28] 호남대학교 응급의료센터

[2016.08.16] 청주대학교

[2016.08.22] 동주대학교

[2016.09.04]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016.10.15]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2016.12.10] 한일장신대학교

[2016.12.17] 군장대학교

[2016.12.27] 전주비젼대학교

[2016.12.24] 동서대학교 BLS 센터

2016년 일반인 TS 16 개소

2016년 신규 지정 일반인 TS

[2016.02.03] 세종소방본부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2016.02.17] ㈜호텔신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2016.02.29] 거창군보건소 

[2016.03.31]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2016.09.22]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2016.11.15] 경상북도 소방학교 BLS 교육센터

- BLS TS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BLS위원회 의료인 분과에서는 2016년 4월부터 기존 BLS TS의 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 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실사는 교육보고서 보관, 교육서류 및 교육장 준비, 교육과정 운영 등 운영 지
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 실사는 전국의 199개 BLS TS에서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교육이 열리는 당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규정 위반이 발견되
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

- 2015 AHA BLS Instructor 과정 개정

2015 AHA Guideline으로 BLS Instructor 과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TFT를 구성하여 7~10월까지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5 Guideline으로 개정된 BLS Instructor 과정을 시작
하였다.
- 		TFT: 이창희/ 강구현, 김강님, 김재범, 김진철, 김희정, 박창제, 손유동, 송근정, 장경민, 장용수, 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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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과정 개정

2015 Guideline으로 일반인, 일반인 강사 과정의 교재를 개정하기 위하여 TFT를 구성하여 6~11월까지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2월 01일부터 2015 Guideline으로 개정된 일반인 강사 과정을 시
작하였다.
- TFT: 송근정/ 김동원, 김수연, 김진우, 김재범, 김현정, 이창희, 조규종, 박상욱, 박선영, 박창제, 조영
석, 장용수

- 2015 심폐소생술 일반인 교육과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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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일반인 과정 개정에 따른 수료증 시안 변경

1) 기초과정(80분) 수료증 시안

2) 심화과정(180분) 수료증 시안

3)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증 시안



64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 소아암 환우 돕기 제 13회 서울시민 마라톤대회 심폐소생술 교육지원

교육일자 2016년 5월 8일(일)

교육장소 여의도 한강공원

교육내용
제 13회 '서울시민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토너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체험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

는 총 31명의 BLS Instructor와 일반인 강사들이 참여해 약 21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 사회공헌사업 2016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진행

2016년 11월 11일~30일 사회공헌사업-‘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선정 학교 4곳에는 
실제 AED, 교육용 기자재(AED-T, 마네킹)를 기증하였음. 전북 완주의 세인고등학교, 대전의 대덕고등
학교, 충남 아산의 아산중학교, 충남 보령의 주산초등학교에서 일반인 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369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일자 교육장소 기증대수(AED) 기증대수(마네킹) 기증대수(AED-T)

2016.11.11(금) 세인고등학교(전라북도 완주군) 1대 8대 8대

2016.11.18(금) 대덕고등학교(대전광역시 유성구) 1대 14대 14대

2016.11.23(수) 아산중학교(충청남도 아산시) 1대 12대 12대

2016.11.30(수) 주산초등학교(충청남도 보령시) 1대 6대 6대

- 질병관리본부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일반인 기초과정 교육

2016년 12월 8일~9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6회에 걸쳐 질병관리본부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일반인 
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196명이 참여하여 188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생수(참여/수료)

2016년 12월 8일(목)

13:30~14:50

질병관리본부 

30명/24명

15:00~16:20 32명/32명

16:30~17:50 28명/28명

2016년 12월 9일(금)

13:30~14:50 29명/27명

15:00~16:20 38명/38명

16:30~17:50 39명/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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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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ALS 위원

김기운

김준수

김진회

김찬웅

노상균

노태호

박승민

박현경

박효은

서덕준

손유동

신중호

신태용

염석란

오윤희

위   진

윤영훈

이미진

이정훈

제상모

차경철

한상진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서울소방학교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한림의대 성심병원 순환기내과

ACLS 분과장 이정훈 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ACLS 분과위원

강구현

강영준

고봉연

권말숙

권혜란

김기운

김도균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제주의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소생술(AL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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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ACLS 분과위원

김승오

김종빈

김준수

김찬웅

김현정

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ACLS 분과위원

나상훈

노태호

박준동

박진선

박효은

서광석

서덕준

신중호

신태용

염석란

오윤희

위  진

이정우

이창규

윤영훈

장용수

제상모

한상진

현진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경희대 치대 경희대학교병원 구강외과

이손의료재단 이사장 치과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한림의대 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KALS 분과장
박승민

제상모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KALS 분과위원

노상균

박효은

손유동

신태용

오윤희

윤영훈

이귀자

이정아

주은아

차경철

탁양주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술 분과장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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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학술 분과위원

김도균

김찬웅

노상균

노태호

서덕준

손유동

신태용

염석란

오윤희

위   진

장성원

장혜영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및 활동

- 2016년 AHA ACLS Instructor 과정

2016년 총 2회의 AHA AC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28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2016년까지 12월
까지 ACLS 강사의 수는 총 278명이다.

제 176차 AC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5월 19일(목)

교육장소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염석란(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찬웅(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류지호(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미진(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2명

수료인원 12명

제 184차 AC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1월 19일(토)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강구현(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수(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나상훈(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차경철(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6명

수료인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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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KALS Instructor 과정

2016년 총 5회의 KALS Instructor 과정을 운영하여 75명의 강사를 배출하였고, 2016년 12월까지 
KALS 강사의 수는 총 737명이다.

제 14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4월 09일(토)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박승민(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주은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16명

수료인원 14명

제 15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5월 10일(화)

교육장소 인하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 교육실

참여강사
제상모(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손유동(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정아(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2명

수료인원 12명

제 16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8월 20일(토)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신태용(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이정아(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주은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24명

수료인원 24명

제 17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9월 03일(토)

교육장소 동의과학대학교 황령관 9층

참여강사
신태용(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제상모(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차경철(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6명

수료인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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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차 KALS Instructo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9월 11일(일)

교육장소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권역교육실

참여강사 신태용(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8명

수료인원 8명

-2016년 KALS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Workshop과정

2016년 총 3회의 KALS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Workshop과정을 운영하였다.
총 66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다.

제 2차 KALS IDC Workshop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2월 17일(수)

교육장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참여강사
제상모(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아(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30명

수료인원 30명

제 3차 KALS IDC Workshop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2월 18일(목)

교육장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참여강사
이정아(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노상균(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승민(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탁양주(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인원 15명

수료인원 15명

제 4차 KALS IDC Workshop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9월 07일(수)

교육장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

참여강사
신태용(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주은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육인원 21명

수료인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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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DALS Provider 과정

2016년 총 1회의 DALS Provider 과정을 운영하여 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제 1차 D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2월 11일(일)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EST center

참여강사

강구현(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승오(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종빈(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김현정(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서광석(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교육인원 6명

수료인원 6명

- TS 수

2016년 ACLS TS 총 41개소

2016년 신규 지정 ACLS TS
[2016.03.12]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2016.07.03]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2016년 KALS TS 총 52 개소

2016년 신규 지정 KALS TS

[2016.04.26] 충남대학교병원

[2016.05.17] 인하대병원 KALS Center
[2016.05.28]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2016.06.29] 나사렛대학교

[2016.06.30]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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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S TS 운영회의 개최

KALS 분과에서는 KALS TS Director, Coordinator, KALS Faculty와 위원을 대상으로 KALS TS 운영
회의를 2016년 2월 25일(목) 용산역 ITX 6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 회의의 주제는 KALS TS 운영지침 
및 KALS Instructor과정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9명이 참석하였다.

- KALS 신규 Faculty 워크숍 개최

2016년 9월 7일(수, 오후) 대한심폐소생협회 세미나실에서 KALS Faculty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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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숍은 추천 받은 Faculty 후보 16명과 KALS 분과위원 6명이 참여하였으며 KALS 강사과정, 강사
개발과정, 신규강사 모니터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에서 추천한 Faculty 후보 16명은 2017년도에 신규 KALS Faculty로 위촉할 예정이다. 

- KALS Training Site 신청서/운영지침 개정

KALS 분과에서는 2016년 5월 1일KALS Training Site 신청서와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신청 요건보다 완화되어 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Training Site 신청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내용 변경내용

상주하는 KALS 

Instructor 인력

기준 요건의 보유 Instructor 4인 중 2명 이상

은 신청기관의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 인력은 

한시적으로 외부기관 소속의 Instructor 중 신

청기관의 TS 소속으로 전속 등록한 경우 한하

여 인정한다.

신청기관의 TS에 강사 2명 이상이 등록해야 한

다. 2명 중 1명 이상은 신청기관 소속이며 소속 

TS에 전속으로 등록하고 다른 TS에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기관 소속의 강사는 2곳 이하

의 TS에 등록한 경우 인정한다.

강사 대

교육생 비율
강사 1인당 교육생 비율은 6명까지 제한

강사 1인당 교육생 비율은 최대 8명까지로    

제한

교육인증

교육생은 KALS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고, 교육

과정 내 실습과 필기 평가에서 모두 84% 이상 

(실기시험 32점 중 각각 27점 이상, 필기시험 

25점 중 21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교육생은 KALS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고, 교육

과정 내 실습과 필기 평가에서 모두 84% 이상 

(실기시험 30점 중 26점 이상, 필기시험 25점 

중 21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 KALS Instructor Monitor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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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9회 응급의료인을 위한 사례중심 전문소생술 연수강좌 개최

ALS 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금)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제 9회 응급의료인을 위한 사례중심 전문
소생술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아홉 번 째를 맞는 ACLS 연수강좌는 ‘2015년 가이드라인’의 주제로 연세원주의대 김현 ALS 위
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10명의 연자들이 강의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330여명의 응급의료인이 참여하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앞으로도 참석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연수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를 통해 전문소생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응급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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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응급의료인을 위한 사례중심 전문소생술 연수강좌

교육일자 2016년 07월 01일(금)

교육장소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강당

연자

강구현(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수(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   현(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태호(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염석란(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윤준성(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미진(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정훈(동국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숙(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조규종(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좌장

김준수(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   현(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노태호(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염석란(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내용 응급의료인을 위한 사례 중심의 전문소생술에 관한 연수강좌

교육 대상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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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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과장 이지숙 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 분과간사 김남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교육 분과위원

김현정

노기철

오윤희

류정민

한지환

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포우리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 분과장 허   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 분과간사 이진희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학술 분과위원

김도균

김진태

서동인

윤종서

장혜영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육과 활동

- 2016년 AHA PALS Provider 과정

2016년 17회의 AHA PALS Provider 과정을 운영하여 21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제 99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1월 23일 ~ 01월 24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허준(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수연(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정수인(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희(서울의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2명

소아소생술(PL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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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4월 16일 ~ 04월 17일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장원경(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남균(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이지숙(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종승(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수인(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3명

제 101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2월 20일 ~ 02월 21일

교육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의학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윤종서(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성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폐소생술 교육실)

박용희(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한지환(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2명

수료인원 12명

제 102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2월 27일 ~ 02월 28일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기교육센터

참여강사

김남균(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김도균(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승(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김정윤(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진태(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성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폐소생술 교육실)

서동인(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5명

수료인원 14명

제 103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3월 19일 ~ 03월 20일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류정민(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승오(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조수희(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동)

교육인원 13명

수료인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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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4월 02일 ~ 04월 03일

교육장소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염석란(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연(강동대학교 간호학과)

김종빈(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서광석(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교육인원 11명

수료인원 10명

제 105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5월 28일 ~ 05월 29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김수연(강동대학교 간호학과), 김형민(가톨릭의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최재연(가천의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허준(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0명

수료인원 9명

제 106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6월 25일 ~ 06월 26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정수인(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미진(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일성(신도시이진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진희(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3명

수료인원 10명

제 107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7월 08일 ~ 07월 09일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이지숙(아주의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정윤(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지숙(성애병원 소아청소년과), 안지윤(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현정(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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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6월 25일 ~ 06월 26일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참여강사
김도균(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진태(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준동(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송미경(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4명

제 109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7월 16일 ~ 07월 17일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참여강사

김도균(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서광석(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서동인(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종승(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진희(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1명

수료인원 11명

제 110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08월 27일 ~ 08월 28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조중범(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형민(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김현정(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문주령(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육인원 11명

수료인원 11명

제 111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0월 29일 ~ 10월 30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조영석(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승오(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오윤희(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이진희(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4명

수료인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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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0월 02일 ~ 10월 03일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참여강사

서광석(서울대치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승오(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종빈(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박준동(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3명

수료인원 13명

제 113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1월 18일 ~ 11월 19일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안지윤(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지숙(성애병원 소아청소년과)

류정민(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종승(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장원경(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2명

수료인원 11명

제 114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1월 26일 ~ 11월 27일

교육장소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박성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폐소생술 교육실)

김수연(강동대학교 간호학과), 김종빈(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박용희(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송미경(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원 12명

수료인원 12명

제 115차 PALS Provider 과정

교육일자 2016년 12월 17일 ~ 12월 18일

교육장소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참여강사

김승오(단국대치대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승(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문주령(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서동인(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희(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동)

최재연(가천의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인원 10명

수료인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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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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위원

김한석

장윤실

전용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인하의대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과 활동

신생아소생술 위원회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 과 American Academy of Neonatal 
Resuscitation이 발간한 Textbook of Neonatal Resuscitation의 번역본을 2017년에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중이다. 

신생아 소생술(NR) 위원회



부록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통계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지

대한심폐소생협회 출간물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물

대한심폐소생협회 행사사진

KACPR Faculty 명단

KACPR Instructor 명단

대한심폐소생협회 정관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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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는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협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던 심폐소생술 교육의 
통계 자료 입니다. 이 자료는 국내의 모든 심폐소생술 교육의 현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성별 교육생, 강사 수 통계

성별 일반인 과정 교육생, 강사 배출 현황 [2016]

16,229

48%

513

33%

240

67%

4,069

45%

652

37%

17,669

52%

1,044

67%

116

33%

4,877

55%

1,115

63%

일반인과정
교육생 수

일반인 2단계
교육생 수

일반인강사
교육생 수

■ 남   ■ 여

일반인 4단계
교육생 수

일반인 3단계
교육생 수

성별 기본소생술(BLS) 과정 교육생, 강사 배출 현황 [2016년]

7,270

19%

122

29%

31,230

81%

302

71%

BLS 
Provider
교육생 수

성별 BLS 
Instructor
교육생 수

■ 남   ■ 여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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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전문심장소생술(ACLS) 과정 교육생, 강사 배출 현황 [2016년]

693

32%
15

54%
1,494

68%

13

46%

ACLS
Provider
교육생 수

ACLS 
Instructor
교육생 수

■ 남   ■ 여

     

성별 한국전문소생술(KALS) 과정 교육생, 강사 배출 현황 [2016년]

1,308

27%

24

32%

3,462

73%

51

68%

KALS 
Provider
교육생 수

KALS 
Instructor
교육생 수

■ 남   ■ 여

     

성별 소아전문소생술(PALS) 과정 교육생 배출 현황 [2016년]

50

24%

159

76%

PALS 
Provider
교육생 수

■ 남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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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교육생, 강사 수 통계

지역별 일반인 과정 교육생, 강사 배출 현황 [2016년]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4437

1623
328

1243 990
99

3140

465
1789 1498 1815

1092
494 602 874

23

12398

1007

서울

지역별 일반인과정 교육생 수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기타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79

511

11 17

1166

1 83
260

108 12

2931

737
420

5

서울

지역별 일반인 4단계 교육생 수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기타

1126 7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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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700

6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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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교육횟수, 교육생 수 통계

월별 일반인 과정 교육횟수, 교육생 수 배출 현황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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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기본소생술(BLS)과정 교육횟수, 교육생 수 배출 현황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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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전문심장소생술(ACLS)과정 교육횟수, 교육생 수 배출 현황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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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한국전문소생술(KALS)과정 교육횟수, 교육생 수 배출 현황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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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소아전문소생술(PALS)과정 교육횟수, 교육생 수 배출 현황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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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센터(Training Site)별 교육생 수 통계

1) 일반인과정

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주)대한항공부속의원 49 554 0 0 0 0 0 0 0 0

(주)에스원 268 8,191 0 0 0 0 0 0 0 0

(주)호텔신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0 0 6 66 0 0 10 114 0 0

BLS교육지원팀 192 2,181 32 324 20 292 3 26 0 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8 145 0 0 7 103 0 0 0 0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센터 12 207 0 0 0 0 0 0 0 0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2 24 0 0 0 0 0 0 0 0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0 0 0 0 0 0 0 0 0 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0 0 0 0 0 0 0 0 0 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 34 0 0 0 0 0 0 0 0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16 136 0 0 0 0 0 0 0 0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 8 0 0 0 0 0 0 0 0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 0 0 0 0 0 0 0 0 0

가톨릭상지대학교 5 107 0 0 0 0 0 0 0 0

가톨릭상지대학교 KALS센터 0 0 0 0 0 0 0 0 0 0

갑을장유병원 6 90 0 0 0 0 0 0 0 0

강남성심병원 8 85 0 0 0 0 0 0 0 0

강동경희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강동대학교 BLS 교육센터 23 382 0 0 0 0 0 0 0 0

강동성심병원 0 0 1 10 0 0 1 13 0 0

강릉아산병원 0 0 0 0 11 67 4 103 0 0

강릉영동대학 0 0 0 0 0 0 0 0 0 0

강북삼성병원 0 0 0 0 0 0 0 0 0 0

강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강원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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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거제대학 2 31 0 0 0 0 0 0 0 0

거창군보건소 7 99 0 0 0 0 0 0 0 0

건국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건양대병원 0 0 0 0 0 0 0 0 0 0

건양대학교 8 218 0 0 0 0 1 12 0 0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15 107 0 0 0 0 0 0 0 0

경기도소방학교 5 59 0 0 2 40 9 272 0 0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 0 0 0 0 0 0 0 0 0

경남도립거창대학 0 0 0 0 0 0 0 0 0 0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20 396 0 0 0 0 0 0 0 0

경동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경북과학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경북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경북보건대학교 2 21 0 0 0 0 0 0 0 0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12 281 0 0 0 0 0 0 0 0

경상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10 153 0 0 0 0 0 0 0 0

경상북도 소방학교 BLS교육센터 1 13 0 0 0 0 0 0 0 0

경운대학교 KUST Center 0 0 0 0 0 0 53 1,225 0 0

경일대학교 5 49 0 0 0 0 0 0 0 0

경주대학교 BLS-TS 0 0 0 0 0 0 0 0 0 0

경주시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14 286 0 0 0 0 0 0 0 0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0 0 0 0 0 0 0 0 0 0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 0 0 0 0 0 0 0 0 0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0 0 0 0 0 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0 0 0 0 0 0 0 0 0 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0 0 0 0 0 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0 0 0 0 0 0 0 0 0 0



98

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0 0 0 0 0 0 0 0 0 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0 0 0 0 0 0 0 0 0 0

공군항공우주의료원 65 839 0 0 0 0 0 0 0 0

공주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광양보건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광주보건대학교 12 495 0 0 0 0 0 0 0 0

광주여자대학교 3 62 2 34 0 0 0 0 0 0

광진소방서 4 78 0 0 0 0 0 0 0 0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23 268 0 0 0 0 36 659 0 0

국군수도병원 0 0 0 0 0 0 0 0 0 0

국군의무학교 39 1,318 0 0 0 0 0 0 0 0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2 22 0 0 0 0 0 0 0 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0 0 0 0 2 24 0 0 0 0

군산간호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군산소방서 10 139 0 0 0 0 0 0 0 0

군산의료원 4 45 0 0 0 0 0 0 0 0

군장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기독간호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4 90 0 0 0 0 0 0 0 0

김해대학교 BLS교육센터 4 69 0 0 0 0 0 0 0 0

나사렛대학교 4 110 0 0 0 0 0 0 0 0

남서울대학교 3 72 2 56 0 0 0 0 0 0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0 0 0 0 0 0

대경대학교 1 12 0 0 0 0 14 193 0 0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0 0 0 0 0 0 0 0 0 0

대구가톨릭의료원 1 38 0 0 0 0 1 11 0 0

대구과학대학교 2 44 0 0 0 0 29 487 0 0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20 885 1 6 0 0 15 48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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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대원대학교 7 162 0 0 0 0 0 0 0 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8 272 0 0 0 0 0 0 0 0

대전대학교 6 114 0 0 0 0 0 0 0 0

대전보건대학교 3 65 0 0 0 0 1 29 0 0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0 0 0 0 0 0 3 30 0 0

대한인명구조협회 0 0 0 0 0 0 0 0 0 0

동강대학교 응급의료센터 28 517 0 0 0 0 0 0 0 0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0 0 0 0 2 50 1 15 0 0

동국의대 경주병원 10 173 0 0 0 0 3 75 0 0

동남보건대학 17 550 0 0 0 0 0 0 0 0

동명대학교 BLS센터 0 0 0 0 0 0 12 245 0 0

동서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동아대학교의료원 0 0 0 0 0 0 0 0 0 0

동아보건대학교 4 87 0 0 0 0 0 0 0 0

동양대학교 BLS 교육센터 4 60 0 0 0 0 0 0 0 0

동의과학대학교 2 165 0 0 16 743 0 0 0 0

동주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라이프온 교육센터 10 223 0 0 0 0 2 72 0 0

래어달메디컬코리아(유) 0 0 0 0 0 0 2 12 0 0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0 0 0 0 0 0 0 0 0 0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0 0 0 0 0 0 0 0 0 0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0 0 0 0 0 0 2 34 0 0

목포과학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목포중앙병원 0 0 0 0 0 0 0 0 0 0

목포한국병원 0 0 0 0 0 0 0 0 0 0

문경대학교 2 40 0 0 0 0 0 0 0 0

백석대학교 1 16 0 0 0 0 0 0 0 0

백석대학교 KALS센터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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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백석문화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6 470 0 0 0 0 28 529 0 0

부산대학교병원 BCMS 1 10 0 0 0 0 0 0 0 0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60 752 0 0 0 0 0 0 0 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4 109 0 0 0 0 0 0 0 0

삼성3119구조단 1 4 0 0 0 0 0 0 0 0

삼성디스플레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9 134 0 0 12 164 104 2,455 0 0

삼성서울병원 6 87 0 0 0 0 0 0 0 0

삼육보건대학교 0 0 0 0 0 0 6 39 0 0

서영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서울대학교 120 1,897 0 0 0 0 0 0 0 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0 0 0 0 0 0 0 0 0 0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0 0 0 0 0 0 0 0 0 0

서울대학교병원 48 443 0 0 6 45 2 24 0 0

서울아산병원 5 108 0 0 0 0 0 0 0 0

서울여자간호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1 10 0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0 0 0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81 939 0 0 0 0 0 0 0 0

서정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선린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10 139 0 0 0 0 0 0 0 0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0 0 0 0 0 0 0 0 0 0

성애병원 0 0 0 0 0 0 0 0 0 0

세브란스병원 4 45 0 0 0 0 0 0 0 0

세종병원 0 0 0 0 0 0 0 0 0 0

세종소방본부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1 9 5 44 0 0 7 84 0 0

송원대학교 2 27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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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수성대학교 16 286 0 0 0 0 0 0 0 0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0 0 0 0 0 0 0 0 0 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5 217 0 0 0 0 0 0 0 0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

시뮬레이션 천안센터
31 535 0 0 4 133 51 963 0 0

순천향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아시아나 항공㈜ 0 0 0 0 0 0 4 31 0 0

아주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안동과학대학교 0 0 0 0 0 0 21 383 0 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2 33 0 0 0 0 0 0 0 0

여주대학교 3 34 0 0 0 0 0 0 0 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0 0 0 0 0 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 0 0 0 0 0 0 0 0 0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18 328 0 0 0 0 0 0 0 0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0 0 0 0 0 0 0 0 0 0

영진전문대학 25 235 0 0 0 0 0 0 0 0

예수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예수병원 0 0 0 0 0 0 0 0 0 0

우송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0 0 0 0 0 0 19 186 0 0

울산대학교병원 11 261 0 0 0 0 0 0 0 0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0 0 0 0 0 0 0 0 0 0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4 41 0 0 0 0 0 0 0 0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30 450 0 0 0 0 0 0 0 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8 58 0 0 0 0 0 0 0 0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0 0 0 0 0 0 0 0 0 0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0 0 0 0 0 0 0 0 0 0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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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 0 0 0 0 0 0 0 0 0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5 68 0 0 0 0 0 0 0 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0 0 0 0 0 0 0 0 0 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 0 0 0 0 0 0 0 0 0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 0 0 0 0 0 0 0 0 0

인하대병원 KALS Center 0 0 0 0 0 0 0 0 0 0

인하대학교 의료원 11 105 0 0 0 0 0 0 0 0

전남과학대학교 10 156 0 0 0 0 0 0 0 0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0 0 0 0 0 0 0 0 0 0

전남대학교병원 12 164 0 0 0 0 0 0 0 0

전북과학대학교 심폐소생술센터 11 353 0 0 0 0 0 0 0 0

전북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0 0 0 0 0 0 0 0 0 0

전주기전대학 1 9 0 0 0 0 0 0 0 0

전주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전주비전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2 36 0 0 0 0 0 0 0 0

제주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39 814 65 979 1 43 0 0 0 0

제주한라대학교 1 19 0 0 0 0 0 0 0 0

조선간호대학교 3 29 0 0 0 0 0 0 0 0

조선대학교병원 2 53 0 0 0 0 0 0 0 0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9 114 0 0 0 0 1 12 0 0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

간호실습센터
0 0 0 0 0 0 0 0 0 0

중앙보훈병원 0 0 0 0 0 0 0 0 0 0

진주보건대학 0 0 0 0 0 0 0 0 0 0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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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1 14 0 0 0 0 0 0 0 0

창원 파티마병원 0 0 0 0 0 0 0 0 0 0

창원경상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청암대학교 0 0 0 0 0 0 6 95 0 0

청주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2 73 0 0 0 0 0 0 0 0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4 121 0 0 0 0 0 0 0 0

충남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0 0 0

충북대학교병원 1 20 0 0 0 0 0 0 0 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6 578 0 0 0 0 0 0 0 0

충청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탐라교육원 6 172 0 0 0 0 0 0 0 0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0 0 0 0 0 0 0 0 0 0

포항대학교 5 60 0 0 0 0 0 0 0 0

포항성모병원 34 745 0 0 0 0 0 0 0 0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0 0 0 0 0 0 0 0 0 0

한국마사회 9 145 0 0 0 0 0 0 0 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10 265 0 0 3 65 0 0 0 0

한국응급처치교육원 44 487 0 0 0 0 3 30 0 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1 4 1 8 0 0 0 0 0 0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0 0 0 0 0 0 0 0 0 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 0 0 0 0 0 0 0 0 0

한림성심대학 2 54 0 0 0 0 0 0 0 0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2 14 2 7 0 0 0 0 0 0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0 0 0 0 0 0 0 0 0 0

한일장신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 0 0 0 0 0 0 0 0 0

해군 해양의료원 27 671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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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

2단계

일반인 과정 

3단계

일반인 과정

4단계

일반인 

강사과정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해군포항병원 1 18 0 0 0 0 0 0 0 0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0 0 0 0 0 0 0 0 0 0

호산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호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KACPR 1 0 15 23 0 0 0 0 13 356

Total 1,851 33,909 132 1,557 86 1,769 454 8,947 13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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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LS Provider 과정

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BLS

P I M

회 명 회 명 회 명

(주)대한항공부속의원 6 12 0 0 0 0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센터 16 246 0 0 3 3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21 252 0 0 2 4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5 29 0 0 0 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4 32 0 0 0 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7 58 0 0 0 0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3 186 0 0 0 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45 548 0 0 1 2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30 282 0 0 1 1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40 363 0 0 0 0

가톨릭상지대학교 12 169 0 0 0 0

갑을장유병원 3 24 0 0 0 0

강남성심병원 13 108 0 0 2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1 120 0 0 2 3

강동대학교 BLS 교육센터 19 409 0 0 0 0

강동성심병원 23 340 0 0 8 19

강릉아산병원 17 266 0 0 0 0

강릉영동대학 11 194 0 0 0 0

강북삼성병원 31 401 0 0 0 0

강원대학교 6 110 0 0 0 0

강원대학교병원 31 175 0 0 4 6

거제대학 8 123 0 0 0 0

건국대학교병원 5 33 0 0 0 0

건양대병원 9 98 0 0 0 0

건양대학교 17 298 0 0 0 0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2 12 0 0 0 0

경기도소방학교 10 298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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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BLS

P I M

회 명 회 명 회 명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5 31 0 0 0 0

경남도립거창대학 2 24 0 0 0 0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37 599 0 0 0 0

경동대학교 16 373 0 0 0 0

경북과학대학교 18 211 0 0 0 0

경북대학교병원 15 177 0 0 0 0

경북보건대학교 11 202 0 0 0 0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12 197 0 0 1 2

경상대학교병원 14 75 0 0 5 9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11 219 0 0 0 0

경운대학교 KUST Center 32 374 0 0 17 32

경일대학교 6 63 0 0 0 0

경주대학교 BLS-TS 3 47 0 0 0 0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25 180 0 0 0 0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44 528 0 0 9 14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0 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6 58 0 0 0 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0 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13 84 0 0 0 0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17 105 0 0 0 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0 139 0 0 0 0

공군항공우주의료원 16 73 0 0 0 0

공주대학교 7 125 0 0 0 0

광양보건대학교 12 170 0 0 1 2

광주보건대학교 13 268 0 0 0 0

광주여자대학교 4 94 0 0 0 0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6 29 0 0 0 0

국군수도병원 10 79 0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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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 M

회 명 회 명 회 명

국군의무학교 13 320 0 0 0 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0 97 0 0 0 0

군산간호대학교 10 262 0 0 0 0

군산소방서 1 6 0 0 0 0

군산의료원 9 84 0 0 0 0

군장대학교 1 16 0 0 0 0

기독간호대학교 7 196 0 0 0 0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2 29 0 0 0 0

김해대학교 BLS교육센터 9 114 0 0 0 0

나사렛대학교 5 79 0 0 0 0

남서울대학교 19 541 0 0 8 17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11 117 0 0 1 1

대경대학교 8 90 0 0 0 0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0 0 0 0 0 0

대구가톨릭의료원 24 195 0 0 1 2

대구과학대학교 30 558 0 0 3 5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19 797 0 0 6 22

대원대학교 26 556 0 0 0 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6 309 0 0 0 0

대전대학교 16 305 0 0 8 17

대전보건대학교 78 1909 0 0 3 5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26 271 0 0 0 0

대한인명구조협회 113 1,046 0 0 0 0

동강대학교 응급의료센터 28 408 0 0 0 0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16 176 0 0 0 0

동국의대 경주병원 26 409 0 0 9 25

동남보건대학 8 281 0 0 0 0

동명대학교 BLS센터 4 83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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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1 16 0 0 0 0

동아대학교의료원 13 162 0 0 0 0

동아보건대학교 12 244 0 0 0 0

동양대학교 BLS 교육센터 6 68 0 0 0 0

동의과학대학교 17 372 0 0 0 0

동주대학교 4 66 0 0 0 0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34 349 0 0 0 0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4 90 0 0 0 0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13 206 0 0 0 0

목포과학대학교 3 35 0 0 0 0

목포중앙병원 4 43 0 0 0 0

목포한국병원 1 20 0 0 0 0

문경대학교 12 194 0 0 0 0

백석대학교 12 189 0 0 0 0

백석문화대학교 7 101 0 0 0 0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2 235 0 0 0 0

부산대학교병원 BCMS 29 648 0 0 6 13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31 339 0 0 0 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1 111 0 0 0 0

삼성서울병원 31 410 0 0 3 5

삼육보건대학교 8 88 0 0 0 0

서영대학교 7 163 0 0 0 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16 151 0 0 0 0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 248 0 0 0 0

서울대학교병원 12 83 0 0 3 4

서울아산병원 33 437 0 0 0 0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0 171 0 0 0 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14 169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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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학교 4 103 0 0 0 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38 330 0 0 17 37

서정대학교 4 64 0 0 0 0

선린대학교 28 310 0 0 1 1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10 118 0 0 0 0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8 85 0 0 0 0

성애병원 11 109 0 0 0 0

세브란스병원 19 171 0 0 2 4

세종병원 14 200 0 0 0 0

송원대학교 6 117 0 0 0 0

수성대학교 22 269 0 0 0 0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2 18 0 0 0 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40 326 0 0 4 4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11 197 0 0 0 0

순천향대학교병원 31 290 0 0 1 2

아시아나 항공㈜ 3 6 0 0 0 0

아주대학교병원 13 82 0 0 0 0

안동과학대학교 16 222 0 0 0 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 0 0 0 0 0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8 83 0 0 0 0

여주대학교 6 98 0 0 0 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0 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7 55 0 0 0 0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16 215 0 0 0 0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7 101 0 0 0 0

영진전문대학 8 75 0 0 0 0

예수대학교 6 106 0 0 0 0

예수병원 6 66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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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13 113 0 0 0 0

울산대학교병원 3 47 0 0 0 0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4 48 0 0 0 0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24 351 0 0 6 9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34 365 0 0 0 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2 335 0 0 2 3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8 130 0 0 0 0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20 312 0 0 0 0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12 142 0 0 3 4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13 54 0 0 0 0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4 208 0 0 0 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20 292 0 0 0 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3 36 0 0 0 0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6 57 0 0 0 0

인하대학교 의료원 27 115 0 0 0 0

전남과학대학교 15 327 0 0 0 0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14 122 0 0 0 0

전남대학교병원 41 524 0 0 9 14

전북과학대학교 심폐소생술센터 6 125 0 0 0 0

전북대학교병원 5 44 0 0 1 2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13 197 0 0 0 0

전주기전대학 2 26 0 0 0 0

전주대학교 4 48 0 0 0 0

전주비전대학교 1 28 0 0 0 0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8 66 0 0 0 0

제주대학교병원 10 85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3 136 0 0 0 0

제주한라대학교 9 233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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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간호대학교 10 162 0 0 0 0

조선대학교병원 19 143 0 0 0 0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23 288 0 0 1 1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간호실습센터 12 329 0 0 0 0

중앙보훈병원 4 36 0 0 0 0

진주보건대학 20 359 0 0 0 0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5 21 0 0 0 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35 395 0 0 0 0

창원 파티마병원 6 60 0 0 1 1

창원경상대학교병원 10 126 0 0 0 0

청암대학교 20 283 0 0 1 2

청주대학교 9 104 0 0 0 0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14 485 0 0 3 4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6 138 0 0 0 0

충남대학교병원 9 140 0 0 2 3

충북대학교병원 12 148 0 0 0 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9 233 0 0 1 1

충청대학교 9 143 0 0 1 1

탐라교육원 0 0 0 0 0 0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1 12 0 0 0 0

포항대학교 4 49 0 0 0 0

포항성모병원 12 93 0 0 1 2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8 152 0 0 0 0

한국마사회 5 18 0 0 0 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 9 0 0 0 0

한국응급처치교육원 51 310 0 0 2 4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15 91 0 0 7 18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25 390 0 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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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성심병원 14 97 0 0 3 7

한림성심대학 4 88 0 0 0 0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8 47 0 0 0 0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8 71 0 0 0 0

한일장신대학교 1 13 0 0 0 0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12 119 0 0 0 0

해군 해양의료원 5 41 0 0 0 0

해군포항병원 4 13 0 0 0 0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6 114 0 0 0 0

호산대학교 4 104 0 0 0 0

호원대학교 19 340 0 0 2 3

Total 2,869 38,518 17 424 184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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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 M

회 명 회 명 회 명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0 0 0 0 0 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6 43 0 0 0 0

강남성심병원 8 53 0 0 2 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0 0 0 0 0 0

강북삼성병원 6 41 0 0 0 0

건국대학교병원 0 0 0 0 0 0

건양대병원 0 0 0 0 0 0

경북대학교병원 2 9 0 0 1 1

경운대학교 KUST Center 23 268 0 0 0 0

국군의무학교 8 135 0 0 1 2

대구과학대학교 3 47 0 0 0 0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0 0 0 0 0 0

대원대학교 5 92 0 0 0 0

대전보건대학교 2 28 0 0 0 0

동국의대 경주병원 1 9 0 0 0 0

동남보건대학 2 39 0 0 0 0

부산대학교병원 BCMS 13 114 0 0 1 4

삼성서울병원 27 293 0 0 1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3 27 0 0 1 2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3 27 0 0 0 0

서울아산병원 6 103 0 0 4 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1 109 0 0 0 0

선린대학교 4 56 0 0 0 0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7 94 0 0 2 3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0 0 0 0 0 0

아주대학교병원 0 0 0 0 0 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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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4 53 0 0 0 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 0 0 0 0 0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1 11 0 0 0 0

제주대학교병원 1 7 0 0 0 0

제주한라대학 3 60 0 0 1 1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6 55 0 0 3 4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7 68 0 0 1 2

충남대학교병원 4 27 0 0 0 0

충청대학교 3 35 0 0 1 2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2 19 0 0 0 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0 0 0 0 0 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한양대학교병원) 4 23 0 0 0 0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3 30 0 0 0 0

호원대학교 8 97 0 0 0 0

Total 186 2,072 0 0 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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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LS Provider 과정

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ACLS

P I M

회 명 회 명 회 명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 16 0 0 0 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27 391 0 0 2 2

가톨릭상지대학교 KALS 센터 7 78 0 0 0 0

강남성심병원 1 5 0 0 0 0

강원대학교 1 7 0 0 0 0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7 48 0 0 1 2

경동대학교 1 23 0 0 0 0

경운대학교 KUST Center 37 415 0 0 0 0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9 83 0 0 1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6 42 0 0 0 0

공군항공우주의료원 5 37 0 0 1 1

광주보건대학교 5 44 0 0 0 0

나사렛대학교 1 17 0 0 0 0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9 133 0 0 0 0

대구과학대학교 13 200 0 0 0 0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11 181 0 0 0 0

대원대학교 3 41 0 0 0 0

대전대학교 3 37 0 0 0 0

대전보건대학교 8 70 0 0 0 0

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8 103 0 0 0 0

동강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11 72 0 0 0 0

동국의대 경주병원 0 0 0 0 0 0

목포가톨릭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구, 목포가톨릭

대학교)
4 47 0 0 0 0

백석대학교 KALS 센터 6 102 0 0 0 0

삼성서울병원 5 47 0 0 0 0

서울대학교병원 61 634 0 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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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ACLS

P I M

회 명 회 명 회 명

서울아산병원 6 103 0 0 4 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1 109 0 0 0 0

서정대학교 1 14 0 0 0 0

선린대학교 7 84 0 0 0 0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10 118 0 0 3 4

세브란스병원 9 179 0 0 1 2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 14 0 0 1 2

아주대학교병원 5 88 0 0 0 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1 221 0 0 1 2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4 46 0 0 0 0

영진전문대학 6 87 0 0 0 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 36 0 0 1 2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5 62 0 0 0 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4 31 0 0 2 6

인하대병원 KALS Center 15 157 0 0 5 10

전주비전대학교 1 13 0 0 0 0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3 37 0 0 0 0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6 68 0 0 0 0

충남대학교병원 4 47 0 0 0 0

충청대학교 8 97 0 0 1 2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1 7 0 0 1 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7 95 0 0 1 1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4 48 0 0 0 0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구, 한양대학교 의과

대학)
3 42 0 0 0 0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2 24 0 0 0 0

호원대학교 5 71 0 0 0 0

Total 403 4,771 0 0 3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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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LS Provider 과정

센터명

교육과정(교육횟수/교육생수)

PALS

P I M

회 명 회 명 회 명

KACPR 17 209 0 0 0 0

Total 17 209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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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소식지 제 10권 제 1호 간행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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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 소식지 제 10권 2호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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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출간물

발행인

대한심폐소생협회

발행일자

2016년 9월 29일

목차

Session I: Educational program updates with new guidelines
Session II: RCA Session, CPR Guidelines for RCA Countries
Plenary Session
Session III: Enhancing chain of survival. Part I
Session IV: Enhancing Chain of survival. Part II

             제 4회 KACPR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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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가슴압박소생술(Compression-only CPR, Hands-only CPR)

3. 성인 심폐소생술

4.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5.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6. 심장충격기 사용방법

7.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8. 인공호흡용 보호비닐과 포켓 마스크 사용법

9. 심폐소생술 술기시험 평가지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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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심폐소생술 지침의 특징

2. 심폐소생술의 과학적 배경

3.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의 역할과 자질

4. 교육 프로그램 종류와 술기 지도 방법

5.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 준비 단계

6.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 시행 단계

7.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 종료 후 단계

8.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의 자격 유지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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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원 내 심정지의 현황, 교육 정책, 질관리

2. 심정지 치료의 개관

3.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 소견

4. 소생팀의 역할과 의사소통 방법

5. KALS 시뮬레이션과 디브리핑(Debriefing)
6. 약물 치료

7.1 Chest compression, BVM, ETCO2
7.2 기본 및 전문 기도술기

7.3   제세동술(Defibrillation) 및 전기적 심장율동전환(Electrical 
cardioversion)

7.4 심폐소생술 중 약물 투여

7.5 체외순환 심폐소생술(Extracorporeal CPR, ECPR)

8. 심정지 후 통합치료

9. 심정지 시나리오

             한국전문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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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공모전 – 통계응용분야 최우상 수상자: 김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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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행사사진 

사무국 

1  사무국 이전 기념행사 

2  질병관리본부 경상보조사업(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정사업) 공개발표회 

3  제 7회 협회 워크숍

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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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제 4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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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

1  대한심폐소생협회-연합뉴스 업무협약 체결  

2  소아암 환우돕기 제 13회 서울시민 마라톤 대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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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폐소생술 릴레이 캠페인 -남궁연 편   

2, 3   위아자 나눔장터 심폐소생술 교육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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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 위원회

1  BLS Faculty seminar    

2, 3  사회공헌사업-안전한 학교 만들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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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위원회

1, 2  제 9회 응급의료인을 위한 사례중심 전문소생술 연수강좌    

3, 4  184차 ACLS Instructor 과정    

5, 6  DALS Provider 과정   

1

3

5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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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PR Faculty 명단

1) BLS Faculty

이름 실근무처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강미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고재욱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권말숙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권은옥 서울대학교병원 암간호과

김강님 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건남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김균무 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명천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미숙 춘해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김선애 대한심폐소생협회

김성미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김수연 강동대학교 BLS 교육센터(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수일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승연 대한심폐소생협회

김옥현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김용인 양산베데스다병원 응급의학과

김재범 계명의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김재우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우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진철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센터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철태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태민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김태윤 경상의대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134

이름 실근무처

류지호 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문중범 강원의대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상욱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

박선영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박성혁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유석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박인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박창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박현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변규리 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서정열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손유동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송근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송소현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신중호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양환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엄동춘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동진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오성범 단국의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유은영 예산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윤병길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경우 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은경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이중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태헌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임   훈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임희정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장경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장용수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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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실근무처

정영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인사팀

정재봉 울산동강병원 응급의학과

조규종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준휘 강원의대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최대해 동국의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최일국 천안충무병원 응급의학과

한미라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한승희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한영인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홍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호원대학교 간호학과)

황   용 원광의대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2) ACLS Faculty

이름 실근무처

강구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진회 서울소방학교

김찬웅 중앙의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노태호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류지호 부산의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현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손유동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이미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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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LS Faculty

이름 실근무처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승민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박효은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손유동 한림의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윤영훈 고려의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이귀자 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아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제상모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차경철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4) PALS Faculty

이름 실근무처

김도균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준동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장혜영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한지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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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2016

1) KACPR 일반인 강사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가기혁 경기도광주소방서 강은옥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강경민 삼성테크윈 강은화 과천의용소방대

강경아 제주소방서 강정욱 여수시청

강규성 (주)에스원 강정호 제주소방서

강남영 해병대 1사단 강정훈 (주)에스원

강덕수 삼성디스플레이 강준영 삼성디스플레이

강동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강지수 한국다이이찌산쿄㈜

강동엽 제주소방서 강지식 사상구 보건소

강동흠 국군의무학교 강지영 전남소방서

강래우 삼성디스플레이 강진석 대구보건대학교

강미경 남부소방서 방호구조과 강춘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강미진 연제구 보건소 강충구 나사렛대학교

강민정 기장군 보건소 강탁효 대안여자중학교

강범모 (주)에스원 강태현 (주)에스원

강병욱 (주)에스원 강현건 국군의무학교

강보림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강현규 해병대 1사단

강석율 한서대학교 강현묵 (주)에스원

강석천 (주)에스원 강혜송 여수시 보건소

강성경 경기셈틀정보통신 강혜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강성모 남부소방서 삼산센터 강혜진 가톨릭상지대학교

강성진 국군의무학교 강   호 경남청 마산중부경찰서

강세영 춘해보건대학교 강효선 제주소방서

강숙정 (주)국제재난안전교육센터 강훈식 한영대학교

강순애 제주소방서 강희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KACPR Instructor 명단

소속은 강사증 취득 당시 기재되었던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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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강승남 육군 1987부대 강희정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강신은 메트라이프생명 강희준 제주소방서

강애숙 제주소방서 계영인 강원소방서

강연희 제주소방서 고경석 제주소방서

강영석 부산시 동구청 고공자 제주소방서

강영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고군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고도영 부산진구 보건소 구성호 (주)에스원

고선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구은아 삼성3119구조단

고성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구은정 춘해보건대학교 

고연경 　 구자춘 한국다이이찌산쿄㈜

고연동 성신여자대학교 구채은 대구과학대학교

고영리 제주소방서 구홍서 부산지방경찰청

고영아 전북소방서 권경봉 두산중공업

고영탁 제주소방서 권금옥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센터

고윤미 제주소방서 권덕순 수영구 보건소

고은경 경운대학교 권미영 국군의무학교

고은정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권보은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고은혜 한국생활안전연합 권성철 (주)에스원

고장규 (주)에스원 권순미 서구 보건소

고정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권순용 서울YMCA

고종경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권순재 중부소방서 유곡센터

고종필 (주)에스원 권오출 (주)에스원

고준혁 세종시소방본부 권오희 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고준혁 삼성디스플레이 권용락 경북소방학교

고진철 (주)에스원 권우성 (주)호텔신라

고창수 제주소방서 권윤숙 남양주소방서

고태은 제주소방서 권익희 (주)에스원

고향심 제주소방서 권장희 국군의무학교

고현탁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권재일 (주)에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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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공만식 광주소방학교 권재형 (주)에스원

공성근 제주소방서 권진구 한국해양소년단전남동부연맹

공정희 대구과학대학교 권진현 경주소방서

곽다슬 대구과학대학교 권태혁 삼성서울병원

곽문희 전남소방서 금창수 ABC자원봉사단

구미나 항공우주의료원 기우택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구본권 (주)에스원 길경섭 (주)에스원

김갑문 서영대학교 김기예 협성대학교

김갑철 삼성3119구조단 김기운 김기운수중운동센터

김   강 대한적십자사 김기창 씨유네트웍스

김거남 서울소방서 김길태 (주)에스원

김경미 경기소방서 김남동 경기소방서

김경수 해병대 1사단 김남식 경기소방

김경옥 부산진구 보건소 김다혜 부산서구보건소

김경용 대구보건대학교 김다희 춘해보건대학교 

김경은 한국다이이찌산쿄㈜ 김대권 　

김경태 제주소방서 김대길 서울소방서

김경환 (주)에스원 김대양 국군의무학교

김경희 경기소방서 김대영 (주)에스원

김경희 강북구 보건소 김대욱 (주)에스원

김고은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김대중 한국다이이찌산쿄㈜

김고은 동래구 김대진 춘해보건대학교 

김관호 (주)에스원 김대진 국군의무학교

김광남 (주)에스원 김대현 씨유네트웍스

김광록 국군의무학교 김대홍 강원소방서

김광진 (주)에스원 김덕근 태백소방서

김광훈 국군의무학교 김덕기 국군의무학교

김국회 (주)에스원 김덕환 (주)에스원

김권수 삼성서울병원 응급항공의료팀 김도경 수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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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규태 중구 보건소 김도연 한국다이이찌산쿄㈜

김근민 (주)에스원 김도엽 국군의무학교

김근주 (주)에스원 김도원 동의과학대학교

김금예 송탄보건소 김도정 (주)에스원

김기량 강서구 보건소 김도현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기석 (주)에스원 김도형 삼성3119구조단

김기성 한국다이이찌산쿄㈜ 김도희 강동성심병원(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김기수 (주)에스원 김동광 경기소방

김동근 전남소방서 김미잠 울산소방서

김동영 (주)에스원 김미정 울산소방서

김동욱 (주)에스원 김미향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김동욱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김민관 두산중공업

김동일 국군의무학교 김민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김동일 한국다이이찌산쿄㈜ 김민서 동래구 보건소

김동주 춘해보건대학교 김민섭 홍천소방서

김동헌 (주)에스원 김민성 제주소방서

김동혁 제주소방서 김민수 춘천소방서

김동현 제주소방서 김민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김명선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민영 은빛사랑의원

김명수 (주)에스원 김민우 해병대 1사단

김명숙 강서구 보건소 김민정 대전보건대학교

김명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김민주 경주시보건소

김명제 포항안심모니터 김민주 　

김명진 (주)에스원 김민지 대구과학대학교

김명훈 (주)씨유네트웍스 김민현 국군의무학교

김문건 (주)에스원 김배영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김문찬 제주소방서 김보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김문호 영도구 보건소 김보람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김문희 강북구 보건소 김보영 울산소방서

김미강 래어달메디컬코리아 김보현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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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거창군보건소 김보희 중구 보건소

김미경 연제구 보건소 김보희 해양경비안전본부

김미라 래어달메디컬코리아 김봉경 김기준한의원

김미라 전남소방서 김빈섭 (주)에스원

김미선 영주동산고등학교 김상규 강원소방서

김미숙 거창군청 김상균 한국다이이찌산쿄㈜

김미순 천재어린이집 김상보 두산중공업

김미영 강북의용소방대원 김상선 남부소방서 여천센터

김상성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세정 기장군 보건소

김상수 서구보건소 김소담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상수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소연 강서구 보건소

김상연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송희 여수시 보건소

김상우 씨유네트웍스 김수겸 에스텍시스템

김상필 두산중공업 김수연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석중 철원소방서 김수정 대구과학대학교

김석화 해병대 1사단 김수진 대구과학대학교

김선경 북구 보건소 김수현 제주소방서

김선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 김수현 동의과학대학교

김선봉 두산중공업 김수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선빈 해병대 1사단 김숙진 래어달메디컬코리아

김선식 강원소방서 김숙희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김선일 제천시의용소방대 김순례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김성경 주민건강지원센터 김승만 강북소방서

김성규 온산소방서 화학구조대 김승수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김성기 삼성디스플레이 김승수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성길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승한 (주)에스원

김성석 (주)에스원 김승현 남양주소방서

김성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김승호 전남소방서

김성순 남양주소방서 김신애 남양주소방서

김성연 여수시 보건소 김애영 연제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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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 중부소방서 매곡센터 김애지 영남이공대학교

김성욱 (주)에스원 김양욱 (주)에스원

김성윤 강원소방서 김연선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성진 안양남성의용소방대 김연수 대구과학대학교

김성태 (주)에스원 김연용 국군의무학교

김성택 청암대학교 김연희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김성하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영경 제천소방서 봉양여성의용소방대

김성훈 광주소방학교 김영국 (주)에스원

김영돈 (주)에스원 김용욱 해병대 1사단

김영록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용철 제주소방서

김영미 여수시 보건소 김용택 (주)에스원

김영수 (주)에스원 김용현 두산중공업

김영수 동부소방서 방호구조과 김용호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영식 (주)에스원 김용환 삼성3119구조단

김영애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우성 춘해보건대학교 

김영옥 사하구 보건소 김우정 성신여자대학교

김영완 (주)에스원 김우진 대구과학대학교

김영우 에스텍시스템 김운용 강원소방서

김영윤 전남소방서 김원식 진구 보건소

김영자 (주)대한항공부속의원 김원주 (주)에스원

김영주 강진의료원 김유경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김영철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김유경 공군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김영탁 (주)에스원 김유란 전남소방서

김영탁 (주)에스원 김유미 한국체육대학교

김영호 춘천남성의용소방연합회 김유빈 대구과학대학교

김영호 삼성전자 김유성 (주)에스원

김영화 (주)에스원 김유영 대구과학대학교

김영훈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유영 춘해보건대학교 

김영훈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유지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김예은 대전보건대학교 김윤관 (주)에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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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인 강북구 보건소 김윤성 (주)에스원

김옥명 동의과학대학교 김윤수 동부소방서 화암센터

김완순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김윤정 수영구 보건소

김용근 삼성디스플레이 김윤희 러브핸즈시민응급봉사단

김용무 서울대학교 김윤희 국군의무학교

김용섭 삼성디스플레이 김은경 국군의무학교

김용수 사하구 보건소 김은경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용순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은미 나사렛대학교

김은수 세종시소방본부 김정연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은수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김정철 GS건설

김은숙 포항안심모니터 김정철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은영 주부 김정태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은정 서울대학교병원 김정호 강원소방서

김은정 한국청소년문화연합 김정호 해운대구 보건소

김은정 (주)대한항공부속의원 김정화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김은주 동구 보건소 김정화 (주)씨유네트웍스

김은지 금정구 보건소 김정화 남양주소방서

김응만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김정효 강북구 보건소

김이응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정훈 (주)에스원

김인석 한국전력공사 김정희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김인선 남양주소방서 김제곤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인수 러브핸즈시민응급봉사단 김조아 대구과학대학교

김일종 경북소방학교 김종민 (주)에스원

김일호 삼성3119구조단 김종순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김일환 (주)에스원 김종식 (주)에스원

김자연 국군의무학교 김종욱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전북김제지부

김재민 전북소방서 김주영 대구과학대학교

김재우 국군의무학교 김주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재웅 (주)에스원 김주의 호텔신라

김재중 (주)호텔신라 김주일 항공우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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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탁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주한 경기소방

김재현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김주현 탐라교육원

김재형 경주시보건소 김주호 (주)에스원

김정길 　 김준규 (주)에스원

김정란 한국생활안전연합 김준영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정리 국군의무학교 김준호 경기소방서

김정배 강원소방서 김지만 (주)에스원

김정선 포항시청 김지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지수 성신여자대학교 김초희 경기소방

김지애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춘실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김지영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태남 제주소방서

김지영 (주)에스원 김태리 건양대병원 심혈관센터

김지원 성신여자대학교 김태성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지은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태성 전국소방재향동우회

김지은 송탄보건소 김태수 에스텍파마

김지현 제주소방서 김태순 (주)국제재난안전교육센터

김지현 (주)에스원 김태식 경주시보건소

김지훈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태언 성일고등학교

김   진 여수시 보건소 김태연 ABC자원봉사단

김진규 한국다이이찌산쿄㈜ 김태연 삼성디스플레이

김진기 (주)에스원 김태영 동양대학교 BLS 교육센터

김진동 한국다이이찌산쿄㈜ 김태우 경북소방서

김진삼 (주)에스원 김태욱 수영구 보건소

김진성 한화테크윈 김태운 경주시 보건소

김진숙 일산소방서 김태조 (주)에스원

김진숙 중구 보건소 김태한 동명대학교

김진식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태헌 제주소방서

김진아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김태훈 (주)에스원

김진열 (주)에스원 김태훈 경인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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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가천의대 길병원(인천1339응급의료정보 

센터)
김필제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진옥 안동과학대학교 김필호 전남소방서

김진희 강북의용소방대 김하나 서울소방서

김진희 해운대구 보건소 김하나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찬웅 (주)에스원 김학수 울산소방서

김창권 동래구 보건소 김학식 (주)에스원

김창준 한국소방안전협회 김한길 전남대학교병원

김창환 국군수도병원 김한석 한국다이이찌산쿄㈜

김창희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김해자 경기소방서

김향미 한국생활안전연합 김혜진 동의과학대학교

김   현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혜희 한국생활안전연합

김현기 씨유네트웍스 김호진 (주)에스원

김현대 (주)에스원 김홍범 제주소방서

김현민 삼성디스플레이 김홍선 강북의용소방대

김현섭 강원소방서 김화선 중랑구 보건소

김현성 (주)에스원 김환철 (주)이노소니언

김현수 강원소방서 김황성 (주)에스원

김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김효숙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김현숙 세종소방본부 김효원 부산소방서

김현숙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효은 영남이공대학교

김현아 영남이공대학교 김효정 (주)대한항공부속의원

김현우 중부소방서 농소센터 김효주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현자 안성여성의용소방대 김효중 온산소방서 온양센터

김현정 CPX컨소시엄 김효진 삼성디스플레이

김현정 춘해보건대학교 김효진 (주)에스원

김현준 중부소방서 언양센터 김휘섭 인제소방서

김현지 전남소방서 김흔준 경북소방서

김현진 제주소방서 김희수 전남소방서

김현진 한국다이이찌산쿄㈜ 김희수 강서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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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주)에스원 김희옥 전남소방서

김형규 달서고등학교 김희정 삼성디스플레이

김형근 제주소방서 김희정 동구 보건소

김형민 한국다이이찌산쿄㈜ 김희환 (주)에스원

김형옥 한국생활안전연합 나경희 여수시 보건소

김형우 중부소방서 범서센터 나병준 (주)나눔테크

김혜미 여수시 보건소 나순옥 정신요양시설 삼정원

김혜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나승원 (주)에스원

김혜정 김천예술고등학교 나영길 　

김혜진 무직 나영주 우리요양병원

나장미 동부소방서 화암센터 류예인 영남이공대학교

나장용 (주)에스원 류은숙 한국생활안전연합

나찬순 　 류   정 (주)에스원

나카노마유미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류택수 (주)에스원

남궁완 강북의용소방대 류향선 동의과학대학교

남궁철선 (주)에스원 류화영 동의과학대학교

남기호 라이프온교육센터 마명주 서울대학교병원

남기호 (주)에스원 마정남 전남소방서

남승옥 기장군 보건소 명현경 공주영명고등학교

남시영 사상구 보건소 모인환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남택길 대전보건대학교 모재성 (주)에스원

남택수 여수시 보건소 목정운 춘해보건대학교 

남해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

션 천안센터
문경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노도연 북구 보건소 문기태 한국전력공사

노동완 한국다이이찌산쿄㈜ 문병술 경기소방

노명은 여수시 보건소 문성오 삼성화재

노성호 삼성디스플레이 문성종 신라면세점

노영한 동의과학대학교 문성현 한국다이이찌산쿄㈜

노은정 대구과학대학교 문성훈 (주)에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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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화 강동성심병원(국립경찰병원 응급실) 문원수 (주)에스원

노인숙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문은지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노재승 한국전력공사 문정운 영도구 보건소

노철재 서울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문종태 과천의용소방대

노혜원 성신여자대학교 문지성 동의과학대학교

님파씨블라완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문혜경 가톨릭상지대학교

라기원 춘해보건대학교 미야우치토시코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라부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민경일 (주)에스원

류나은 　 민대홍 한국다이이찌산쿄㈜

류범규 경운대학교 민선규 강원소방서

류영옥 한전 영주전력소 민용래 한국다이이찌산쿄㈜

민은지 BLS 교육지원팀(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박상만 삼성디스플레이

박갑열 한국다이이찌산쿄㈜ 박상연 삼성3119구조단

박강규 경운대학교 박서영 동의과학대학교

박건우 국군의무학교 박선경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경대 해병대 1사단 박선옥 기장군 보건소

박경민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박선욱 중랑구 보건소

박광열 ABC자원봉사단 박선의 국군의무학교

박국재 해양소년단 박성기 전남대학교병원

박권정 코스트코 사무원 박성수 　

박규선 남양주소방서 박성애 대구과학대학교

박규진 국군의무학교 박성열 (주)에스원

박금녀 춘해보건대학교 박성일 강원소방서

박금순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박성자 한국생활안전연합

박기룡 남학기업(주) 박성준 해병대 1사단

박기연 사상구 보건소 박성진 해병대 1사단

박길촌 한국전력공사 박성철 경기소방서

박누리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박성철 두산중공업

박다슬 경운대학교 박성호 (주)에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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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건 국군의무학교 박세영 대구과학대학교

박동규 강북구청 박소라 강원소방서

박동근 남부소방서 삼산센터 박소영 춘해보건대학교 

박동성 (주)에스원 박소영 한국다이이찌산쿄㈜

박만호 두산중공업 박수빈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박문숙 부산대학교병원 BCMS 박숙둘 사상구 보건소

박미애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박숙희 경주시보건소

박미영 남부소방서 방호구조과 박순임 과천의용소방대

박민정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박슬기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박병호 한국다이이찌산쿄㈜ 박시영 삼성디스플레이

박보아 영남이공대학교 박시원 대구과학대학교

박봉윤 (주)에스원 박시현 서귀포학생문화원

박양호 (주)에스원 박정현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박여명 서구 보건소 박종로 전남소방서

박연규 중랑구 보건소 박종분 기장군 보건소

박영건 지에스건설 박종선 (주)에스원

박영란 서구 보건소 박종열 한국다이이찌산쿄㈜

박영숙 거창군보건소 박종태 부산 중구 보건소

박영은 수성대학교 박종화 (주)에스원

박영인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박종훈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박영희 한국청소년문화연합 박종휘 삼성디스플레이

박용만 YMW힐링센터 박준하 한화테크윈

박우진 　 박중영 삼성디스플레이

박   원 (주)에스원 박지아 남양주소방서

박   원 한국다이이찌산쿄㈜ 박지현 해운대구 보건소

박유리 　 박지혜 경기소방

박은미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지훈 (주)에스원

박은주 경주주민건강지원센터 박진섭 (주)에스원

박인배 (주)에스원 박진원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인엽 (주)에스원 박진희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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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영 국군수도병원 박진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인환 여수시 보건소 박찬희 (주)에스원

박재관 (주)에스원 박채림 동의과학대학교

박재권 경기소방서 박철동 (주)에스원

박재솔 한국다이이찌산쿄㈜ 박철민 국군의무학교

박재준 국군의무학교 박철수 삼성디스플레이

박정배 춘천남성의용소방연합회 박철용 전남소방서

박정선 래어달메디컬코리아 박치호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박정원 수성대학교 박태현 국군의무학교

박정표 (주)에스원 박태훈 래어달메디컬코리아

박정하 한국다이이찌산쿄㈜ 박필승 울주청소년수련관

박정혁 해병대 1사단 박하나 (주)대한항공부속의원

박현선 전남소방서 백인정 서울소방서

박현숙 제주소방서 백현욱 국군의무학교

박형준 한국다이이찌산쿄㈜ 변금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박혜리 여수시 보건소 변내언 경기소방서

박흥배 삼성서울병원 변덕환 강원소방서

박희영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변미경 경주시보건소

박희정 동래구 보건소 변성수 경기소방

반승관 제주소방서 변현석 국군의무학교

방근호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부상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방수정 대구보건대학교 학생진로상담센터 부순여 제주소방서

방승환 해병대 1사단 부순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방은하 성신여자대학교 부지만 국군의무학교

방철근 전북소방서 부희성 제주소방서

배금녀 국군의무학교 사공효진 수성대학교

배기순 강북의용소방대 상석영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배난초 　 서   강 경주시보건소

배민지 대구과학대학교 서강은 경북보건대학교

배수진 해운대구 보건소 서금주 중랑구 보건소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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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재 　 서기원 동래구 보건소

배영훈 동의과학대학교 서동호 국군의무학교

배은정 여수시 보건소 서말숙 해운대구 보건소

배주모 씨유네트웍스 서병건 (주)에스원

배준성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대전지부 서성삼 (주)에스원

배해정 (주)에스원 서성수 남구 보건소

배희철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교육센터(목포기독

병원 응급실)
서수경 수영구 보건소

백금석 삼성디스플레이 서연미 연제구 보건소

백미경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서영우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백미옥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서영주 (주)에스원

백선희 제주소방서 서용주 춘해보건대학교 

백윤미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서은혜 북구 보건소

서일경 강서구 보건소 손미경 가톨릭상지대학교

서준호 래어달메디컬코리아 손미정 (주)함소아

서지애
백석대학교(경기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  

센터)
손민지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서진수 두산중공업 손범석 국군군의학교

서철배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손보라 춘해보건대학교 

서현숙 여수시 보건소 손석민 경북소방서

서화진 여수시 보건소 손석민 한국다이이찌산쿄㈜

선남식 강원소방서 손설연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선준선 (주)에스원 손성경 성신여자대학교

설강호 (주)에스원 손소정 해군해양의료원

설인식 한국다이이찌산쿄㈜ 손자영 부산진구청

성경용 국군의무학교 손재우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성기남 해병대 1사단 손정민 부산시청

성민경b 한국다이이찌산쿄㈜ 손지은 대구과학대학교

성백춘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손진우 영도구 보건소

성수아 한국다이이찌산쿄㈜ 손진현 서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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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화 (주)에스원 손태민 삼성디스플레이

성윤진 해병대 1사단 손형준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성준모 한국정보시스템 손혜진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성지훈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송경숙 부산광역시남구청

소동섭 전북소방서 송근용 (주)에스원

소병권 한국다이이찌산쿄㈜ 송대근 전북소방서

소은정 한국생활안전연합 송미숙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소익수 연제구 보건소 송성희 중구 보건소

소하정 남원의료원 송숙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손경옥 강북의용소방대 송아름 수영구 보건소

손계순 거창군보건소 송완식 (주)에스원

손기정 씨유네트웍스 송재윤 (주)에스원

손덕길 삼성3119구조단 송하정 영남이공대학교

손명성 한국청소년문화연합 송학래 (주)에스원

송향환 (주)에스원 신형립 한국다이이찌산쿄㈜

송현호 (주)에스원 신효인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시라이구미꼬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심경석 삼성3119구조단

신다해 을지대학교 심경율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신동국 한국다이이찌산쿄㈜ 심경은 　

신무진 ABC자원봉사단 심규창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신문식 한국다이이찌산쿄㈜ 심미소 항공우주의료원

신병원 전남소방서 심민희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신상태 삼성디스플레이 심세규 슈나이더일렉트릭

신석훈 경북소방서 심영은 강원대학교병원

신선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심왕섭 (주)에스원

신영주 　 심우진 국방부

신외남 포항안심모니터 심은영 국군의무학교

신은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안가희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신은지 국군의무학교 안동현 국군의무학교

신장균 (주)에스원 안병문 여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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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도 (주)에스원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신재호 국군의무학교 안선례 강서구 보건소

신정수 경상대학교병원 안성기 (주)에스원

신정옥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안소연 부산진구 보건소

신정화 (주)호텔신라 안소영 성신여자대학교

신존식 (주)에스원 안수만 안동과학대학교

신준범 1급 응급구조사 안   왕 동부소방서 염포센터

신중웅 (주)에스원 안원미 남구 보건소

신지은 남양주소방서 안은숙 사하구 보건소

신진희 강북구 보건소 안재형 한국다이이찌산쿄㈜

신채오 대학원 진학 준비중 안종환 (주)에스원

신현관 (주)에스원 안진혁 (주)에스원

신현욱 (주)에스원 안초롱 대구과학대학교

신현주 동의과학대학교 안형민 한국다이이찌산쿄㈜

양경모 두산중공업 염미현 한국다이이찌산쿄㈜

양광연 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 염서원 부산대학교병원 BCMS

양길동 한국다이이찌산쿄㈜ 오경근 광주소방안전본부

양승철 대한산업보건협회 오금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양영선 제주소방서 오남석 국군의무학교

양영준 (주)에스원 오다연 대구과학대학교

양용근 　 오동열 (주)에스원

양용은 녹동중학교 오명우 춘천남성의용소방연합회

양우석 제주소방서 오미해 제주소방서

양은식 한국다이이찌산쿄㈜ 오상석 해병대 1사단

양은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오상훈 한국다이이찌산쿄㈜

양일환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오선진 2급 응급구조사

양정순 여수시 보건소 오세욱 (주)에스원

양정임 사하구 보건소 오세천 (주)에스원

양준철 삼성3119구조단 오소미 러브핸즈시민응급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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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주 국군의무학교 오소영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양철규 경기소방서 오송이 해군포항병원

양해숙 전남소방서 오수화 춘해보건대학교 

양   혁 제주소방서 오슬기 선린대학교 

양현주 한국다이이찌산쿄㈜ 오승연 과천의용소방대

양형진 제주소방서 오유리 탐라교육원

양홍진 중랑구 보건소 오유리 춘해보건대학교 

양효경 대구가톨릭대학교 오정균 강북구 보건소

양희만 전남소방서 오종숙 (주)에스원

어금숙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오진화 선영여자고등학교

어미경 제주소방서 오창준 부산소방서

엄수진 충남대학교병원 오태식 경기소방서

엄신섭 (주)에스원 오해균 (주)에스원

엄영옥 일산소방서 오현택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여태화 국군의무학교 오형석 (주)에스원

오형진 경기소방 유성훈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오혜민 수성대학교 유승연 경기소방

오호준 (주)에스원 유연선 춘천남성의용소방연합회

오화영 삼성디스플레이 유연지 경운대학교 

오화준 제주소방서 유예랑 영남이공대학교

왕경리 중랑구 보건소 유용근 남부소방서 화학구조대

용정란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유재란 경북보건대학교

용중순 홍천소방소 유지수 목포중앙병원

용해옥 여수시 보건소 유지영 (주)대한항공부속의원

우미숙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유치열 전대병원 안전요원(에스텍)

우성숙 삼성디스플레이 유태훈 국군의무학교

우제혁 (주)에스원 유   혁 경기소방

우종섭 러브핸즈시민응급봉사단 유혁상 (주)에스원

우준석 (주)에스원 유홍준 대구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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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웅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윤경순 한국생활안전연합

우창진 강원소방서 윤관호 남양주 도시공사

우형진 경북전문대학교 윤광영 (주)에스원

원미경 한국청소년문화연합 윤대근 (주)에스원

원상혁 강원소방서 윤만수 한국다이이찌산쿄㈜

원서희 삼성노블카운티 윤묘덕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원용식 국군의무학교 윤   미 여수시 보건소

원용인 두산중공업 윤미진 국립암센터

원형근 한국다이이찌산쿄㈜ 윤민근 동의과학대학교

위민지 을지대학교 윤분자 강북의용소방대

위헌봉 한국다이이찌산쿄㈜ 윤상원 인하대학교 의료원

유경열 (주)에스원 윤선욱 올뷰

유경종 (주)에스원 윤선화 (주)대한항공부속의원

유민지 경운대학교 윤성윤 (주)에스원

유배현 강원소방서 윤소정 사상구 보건소

유   선 인천국제공항소방대 윤수빈 대구과학대학교

윤수혁 　 이경영 대구남산초등학교

윤숙희 국군의무학교 이경주 (주)에스원

윤승규 국군의무학교 이경주 중부소방서 태화센터

윤영인 한국전력공사 이경하 연제구 보건소

윤은조 (주)에스원 이경하 　

윤정배 해병대 1사단 이경호 (주)에스원

윤종수 헨켈코리아 이광재 한국다이이찌산쿄㈜

윤중제 (주)에스원 이광춘 수영구 보건소

윤지원 성신여자대학교 이국성 서울경찰청

윤태균 춘해보건대학교 이귀복 대한적십자사

윤태창 (주)에스원 이규진 (주)에스원

윤태현 국군의무학교 이근주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윤태흠 한국다이이찌산쿄㈜ 이금숙 직업상담사

윤현지 한국다이이찌산쿄㈜ 이기웅 인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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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민 러브핸즈시민응급봉사단 이기준 서구보건소

윤형석 두산중공업 이기창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윤형인 자영업 이기형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윤홍혁 울산대학교병원 이길섭 (주)에스원

윤효은 국군의무학교 이대만 강원소방서

윤희순 금정구 보건소 이도경 경성대학교 미술학과

은경수 강원소방서 이도현 해병대 1사단

은정미 한화테크윈 이동규 (주)에스원

음나미 대구보건대학교 이동남 (주)에스원

이강민 경북소방서 이동민 (주)에스원

이강현 삼성전자 이동선 국군의무학교

이건호 삼성디스플레이 이동엽 수성대학교

이경미 래어달메디컬코리아 이동윤 탐라교육원

이경민 　 이동진 경주시보건소

이경숙 한국생활안전연합 이동호 삼성3119구조단

이경영 거창군보건소 이동환 강원소방서

이루리 (주)함소아 이상일 속초소방서

이명선 경기소방서 이상현 국군의무학교

이명선 선영여자고등학교 이상호 경운대학교

이명수 삼성3119구조단 이상호 　

이명원 한국전력공사 이상훈 경남소방서

이명유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이상훈 (주)에스원

이명현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이석원 대전소방서

이명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이선묵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이명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이선필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중랑소방서 망우안전센터)

이명희 국군의무학교 이선호 (주)에스원

이무송 경기소방서 이성민 (주)에스원

이문희 대구과학대학교 이성원 (주)에스원

이미경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이성임 남구 보건소

이미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성한 사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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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일산소방서 이세진 한국다이이찌산쿄㈜

이미순 강북구보건소 이세현 국군의무학교

이미정 삼성디스플레이 이소라 동구 보건소

이민욱 국군의무학교 이소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이민호 (주)에스원 이소이 (주)씨유네트웍스

이병영 삼성디스플레이 이소정 성신여자대학교

이봉수 (주)에스원 이수길 대한잠수구조사협회

이상교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이수동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상권 삼성디스플레이 이수미 여주소방서

이상무 소방본부 안전구조과 이수연 나사렛대학교

이상미 포항시청 이수연 강원소방서

이상민 (주)에스원 이수열 (주)에스원

이상수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이수영 남양주소방서

이상수 (주)에스원 이수자 포항시청

이상윤 (주)에스원 이수화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이상율 삼성디스플레이 이숙규 삼성디스플레이

이순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이용훈 (주)에스원

이   슬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이용희 과천의용소방대

이승근 국군의무학교 이우호 국군의무학교

이승연 춘해보건대학교 이원기 두산중공업

이승원 (주)에스원 이원종 삼성노블카운티

이승은 강북의용소방대 이원철 (주)에스원

이승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원희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승혁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유림 금정구 보건소

이승환 삼성3119구조단 이유식 (주)에스원

이승훈 (주)에스원 이유진 고등학교 보건교사

이시열 국군의무학교 이유진 대구과학대학교

이아용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유진 춘해보건대학교 

이연희 일산소방서 이유창 (주)에스원

이영근 두산중공업 이윤섭 한국다이이찌산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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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 (주)에스원 이윤식 두산중공업

이영석 경북전문대학 이윤호 남양주소방서

이영숙 강서구 보건소 이은숙 제주소방서

이영숙 BLS 교육지원팀(경찰병원) 이은숙 남구 보건소

이영숙 사상구 보건소 이은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이영숙 여수시 보건소 이은영 ㈜ 현대 소속(반얀트리 호텔 서비스 품질)

이영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이은주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이영자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이을순 의왕소방서 의소대원

이옥희 강원소방서 이응복 동구 보건소

이용덕 (주)에스원 이의신 국군의무학교

이용미 영도구 보건소 이인숙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이용석 (주)에스원 이인영 강북구청 

이용심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이임배 논산고등학교

이용안 (주)에스원 이장순 전남소방서

이용준 동의과학대학교 이재권 (주)에스원

이용호 (주)에스원 이재명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이재민 울산대학교병원 이종천 전북소방서

이재민 소방본부 안전구조과 이종호 동의과학대학교

이재심 중랑구 보건소 이종희 (주)에스원

이재열 (주)에스원 이주리 여수시청

이재의 (주)에스원 이주정 남구 보건소

이재이 전남소방서 이주현 대구과학대학교

이재철 (주)에스원 이주환 국군의무학교

이재형 중부소방서 병영센터 이준기 국군의무학교

이재호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준길 (주)에스원

이점옥 강북의용소방대 이준섭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정미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이준한 동의과학대학교

이정숙 여수시 보건소 이준형 래어달메디컬코리아

이정심 대구과학대학교 이준호 대전대학교

이정우 대구과학대학교 이진경 선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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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정우 여수시 보건소 이진선 전남소방서

이정임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이진영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정택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 이진행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

이정호 수성대학교 이진호 국군의무학교

이정화 경기소방서 이진환 대구보건대학교

이정환 대구과학대학교 이창연 강원소방서

이정휴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창훈 동부산대학교

이종구 (사)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이창희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종록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이천두 거창군보건소

이종민 (주)에스원 이천희 (주)에스원

이종민 (주)에스원 이철순 한국전력공사

이종민 삼성디스플레이 이철우 국군의무학교

이종복 (주)에스원 이철우 (주)에스원

이종석 (주)에스원 이춘란 한국생활안전연합

이종열 (주)에스원 이충수 GS건설 안전혁신학교

이종영 (주)에스원 이충원 국군의무학교

이충지 대전보건대학교 임세진 (주)에스원

이치현 포항안심모니터 임수연 성신여자대학교

이태경 대한적십자사 임연호 남양주소방서

이태숙 포항안심모니터 임영인 동래구 보건소

이태환 동의과학대학교 임영학 동의과학대학교

이한영 경기소방서 임옥미 제주소방서

이해미 영남이공대학교 임익룡 국군의무학교

이향숙 동래구 보건소 임재용 (주)에스원

이현성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 임재황 국군의무학교

이현숙 동의과학대학교 임정순 한국전력공사 수안보연수원

이현우 (주)에스원 임정오 (주)에스원

이현정 주민건강지원센터 임종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이현지 대구과학대학교 임주은 수성대학교

이현지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임준균 강북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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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 국군의무학교 임지선 한국다이이찌산쿄㈜

이혜숙 거창군보건소 임지은 대구대학교 

이효기 　 임지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이흥우 태백소방서 임학택 (주)에스원

이희명 (주)호텔신라 임한진 국군의무학교

이희숙 전북소방서 임형주 철원소방서

이희자 한국다이이찌산쿄㈜ 임형태 경북대학교병원

임경환 강북구청 임호준 한국다이이찌산쿄㈜

임광빈 경기소방서 임효진 춘해보건대학교 

임동현 동의과학대학교 임희경 한국생활안전연합

임동현 (주)에스원 장경민 수성대학교

임미란 전남소방서 장경순 한국생활안전연합

임민호 울산소방서 장경임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임병호 한국전력공사 수안보연수원 장근화 과천의용소방대

임성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장기영 (주)에스원

임성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장동길 (주)에스원

장명수 (주)에스원 장천호 비호부대

장명재 (주)에스원 장태운 동부소방서 염포센터

장봉열 (주)에스원 장학수 (주)에스원

장상엽 국군의무학교 장해봉 국군의무학교

장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장현욱 춘해보건대학교 

장성욱 경기소방 장혜란 한국생활안전연합

장소영 대구과학대학교 장혜성 울산대학교병원

장수정 한국생활안전연합 장혜진 포항시청

장수현 한국생활안전연합 장혜훈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장순애 포항안심모니터 장   훈 (주)에스원

장승연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전금숙 거창군보건소

장아름 전남소방서 전두성 (주)에스원

장영란 한국생활안전연합 전매희 남양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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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옥 기타 전방실 삼성노블카운티

장영희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전상우 두산중공업

장예림 헨켈테크놀러지스 전서현 삼성디스플레이

장   욱 경기소방서 전선우 경운대학교 

장원호 대한적십자사 전성집 (주)에스원

장유진 영남이공대학교 전수빈 대구과학대학교

장은주 중랑구청의학과 전영주 삼성디스플레이

장은희 한국생활안전연합 전외정 한국다이이찌산쿄㈜

장정순 국군의무학교 전용길 　

장정아 한국다이이찌산쿄㈜ 전재승 해병대 1사단

장정웅 해병대 1사단 전재철 남부소방서 삼산센터

장정은 국군의무학교 전재형 (주)에스원

장정현 동의과학대학교 전제복 춘천남성의용소방연합회

장   종 (주)에스원 전지원 을지대학교

장지선 전남소방서 전진찬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장지원 한국다이이찌산쿄㈜ 전창근 국군의무학교

장진영 국군의무학교 전철용 철원소방서

전혁준 (주)삼부에프피엘 지원본부 정민정 춘해보건대학교 

전현구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정민호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전현미 광진소방서의용소방대 정보람 영도구 보건소

전현숙 전남소방서 정상무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전현태 한국다이이찌산쿄㈜ 정상숙 포항안심모니터

전혜주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정상용 영남이공대학교

전혜진 주)호텔신라 정선경 공주대학교

전호준 경북소방서 정선예 중부소방서

전호준 수도중공업 정선익 강원소방서

전희진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정성부 경북소방서

정경식 국군의무학교 정성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정광민 (주)에스원 정성희 남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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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정광옥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정소연 국군의무학교

정귀영 춘해보건대학교 정소영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정규섭 국군의무학교 정소윤 대구과학대학교

정기수 항공우주의료원(공군제38전투비행전대) 정수열 대구과학대학교

정다영 대구과학대학교 정수오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정도윤 동양대학교 정순길 엠블호텔 여수(THE MVL) 보안팀

정동화 경상북도소방학교 정순이 경주시보건소

정두완 (주)에스원 정시내 울산대학교병원

정명옥 강북의용소방대 정영구 (주)에스원

정명자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정영민 (주)에스원

정명준 두산중공업 정영옥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정문수 경기소방서 정영자 서울소방본부

정문재 (주)에스원 정영재 두산중공업

정미경 전남소방서 정영주 동의과학대학교

정미리 국군의무학교 정영준 없음

정미숙 북구 보건소 정영태 한국청소년문화연합

정민규 수원소방서 정영훈 선린대학교 

정민욱 한국다이이찌산쿄㈜ 정오영 (주)에스원

정용묵 (주)에스원 정천수 국군의무학교

정용운 (주)에스원 정철호 삼성디스플레이

정용현 BLS 교육지원팀 정충호 (주)이노소니언

정우락 (주)에스원 정현주 세종시소방본부

정우연 한국전력공사 정현주 사하구 보건소

정원용 대영고등학교 정형락 해병대 1사단

정유나 경운대학교 정혜영 중구 보건소

정유림 동구 보건소 정혜인 대구대학교 

정윤열 대구과학대학교 정혜진 대한항공 항공보건팀

정은경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정호영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정은경 연제구 보건소 정환철 국군의무학교

정은비 대구과학대학교 정   훈 한국다이이찌산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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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채 대구과학대학교 정희정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정익두 경산소방서 제성훈 삼성3119구조단

정장일 여수시 보건소 조가영 대구과학대학교

정재관 대전보건대학교 조경래 (주)에스원

정재선 (주) 백두트렌스타 조국진 여수시 보건소

정재성 (주)에스원 조규성 국군의무학교

정정현 (주)대한항공부속의원 조규현 (주)에스원

정정희 일산소방서 조근천 강원소방서

정종복 (주)에스원 조대용 온산소방서 웅촌센터

정종훈 한국다이이찌산쿄㈜ 조동범 삼성디스플레이

정준교 스카우트 조동식 한국스카우트연맹

정지현 국민안전처 공무원 조문익 여수시 보건소

정진산 부산진구 보건소 조미상 남양주소방서

정진수 한국전력공사 조병철 (주)에스원

정진화 (주)에스원 조상권 (주)에스원

정창수 (주)에스원 조선인 전남소방서

정창우 국군의무학교 조수미 거창군보건소

정창호 부산시청 조신자 전남소방서

조영주 대구과학대학교 주재용 강원소방서

조완재 동의과학대학교 주진오 삼성디스플레이

조원규 한국다이이찌산쿄㈜ 지승현 춘천남성의용소방연합회

조원백 한국전력공사 수안보연수원 지옥희 여수시 보건소

조윤진 한국다이이찌산쿄㈜ 지진구 동의과학대학교

조은희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지현구 두산중공업

조인균 영남이공대학교 지   환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조일상 한국다이이찌산쿄㈜ 진동근 (주)에스원

조임숙 사하구 보건소 진봉준 제주소방서

조주희 강원소방서 진영희 국군의무학교

조준석 성주소방서 진혜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조준식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차상준 국군의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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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주)에스원 차수정 강북구 보건소

조중혁 춘천남성의용소방연합회 차순희 여수시 보건소

조지인 춘해보건대학교 차준열 호원대학교

조지형 한국다이이찌산쿄㈜ 차진아 한국다이이찌산쿄㈜

조평화 서울대학교 채경희 전북소방서

조현재 해병대 1사단 채광인 (주)에스원

조현주 경기소방서 채성민 삼성디스플레이

조현진 (주)에스원 채연미 BLS 교육지원팀(학익여자고등학교 보건실)

조효진 강원소방서 채유리 한국다이이찌산쿄㈜

종일선 강원소방서 채정훈 (주)에스원

좌종훈 제주소방서 채좋은 해병대 1사단

주기범 국군의무학교 천세훈 인천소방서

주명희 전북소방서 최가영 남서울대학교

주상호 2급 응급구조사 최경수 (주)에스원

주순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최경희 해운대구 보건소

주애란 전남대학교병원(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최경희 대한항공부속의원

주영복 제주소방서 최광식 한국다이이찌산쿄㈜

주원종 (주)에스원 최광우 한국다이이찌산쿄㈜

최귀숙 여수시 보건소 최영애 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최규필 (주)에스원 최영운 심폐소생술국민운동본부

최금아 LG화학 기술연구원 최영철 여수시 보건소

최길상 해병대 1사단 최영훈 춘해보건대학교 

최남곤 전남소방서 최예지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최내영 제주소방서 최예진 대구과학대학교

최명자 포항시청 최용준 (주)에스원

최문선 한화테크윈 최우석 한국다이이찌산쿄㈜

최문식 (주)에스원 최우진 금정구 보건소

최미리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최   운 한국다이이찌산쿄㈜

최미연 한국다이이찌산쿄㈜ 최은경 메트라이프생명

최미혜 삼성디스플레이 최은정 (주)대한항공부속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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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옥 강북구청 최은하 KACPR

최민혁 국군의무학교 최은희 동국의대 경주병원

최병기 (주)에스원 최은희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최병일 마두동성당 최은희 춘해보건대학교 

최보연 세이프씨아이디(주) 최인배 동의과학대학교

최봉순 요가강사 최인숙 경주시보건소

최상근 남양주소방서 최인숙 북구 보건소

최석만 삼성디스플레이 최인순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최선영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최일희 거창군보건소

최성근 춘해보건대학교 최임식 대구소방본부

최성두 동의과학대학교 최장우 동의과학대학교

최성흠 한국다이이찌산쿄㈜ 최재순 경주시보건소

최승일 씨채널안경원 제천점 최재헌 (주)에스원

최승현 속초소방서 최정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최연욱 씨유네트웍스 최정석 거제대학

최영두 제주소방서 최정순 춘천여성의용소방연합회

최영상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최종민 (주)에스원

최영수 (주)에스원 최주현 경운대학교

최준열 대구보건대학교 입학팀 하창호 (주)나눔테크

최지인 경기소방서 하현희 여수시 보건소

최지호 씨유네트웍스 한광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최진구 두산중공업 한금연 제주소방서

최진영 대전보건대학교 한대원 (주)에스원

최진주 부산대학교병원 BCMS 한동림 GS건설 안전혁신학교

최진희 동구 보건소 한말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최창기 삼성3119구조단 한병기 강북의용소방대

최창인 (주)에스원 한상준 삼성디스플레이

최태우 (주)에스텍시스템 한상현 삼성디스플레이

최향숙 울산대학교병원 한수영 국군의무학교

최혜영 보라매체험관 한수진 국군의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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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근 수원소방소 산악전문의용소방대, 경기산 한용희 서울대학교

추홍록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한   욱 (주)에스원

탁은욱 한국생활안전연합 한유진 호텔신라 면세안전환경

편재원 국군의무학교 한정은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표동진 한국다이이찌산쿄㈜ 한정희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하경진 현곡면 주민건강지원센터 한정희 과천의용소방대

하대원 항공우주의료원 한정희 국군의무학교

하문희 경운대학교 한중근 제주소방서

하미선 여수시 보건소 한창연 국군의무학교

하상설 국군의무학교 한태성 금정구 보건소

하상진 (주)에스원 한혜숙 BLS 교육지원팀(경찰병원)

하예지 수성대학교 한희정 대구보건대학교

하용자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함다희 기장군 보건소

하을희 포항시청 함도웅 한서대학교

하재욱 삼성디스플레이 함효진 춘천 여성의용소방대

하정민 (주)에스원 허광호 제주소방서

하준형 춘해보건대학교 허   녕 두산중공업

하진수 (주)삼성전자 허만혜 금정구 보건소

허   목 사상구 보건소 황국정 경주시보건소

허민호 한국다이이찌산쿄㈜ 황규원 두산중공업

허영혜 삼성노블카운티 황근상 (주)에스원

허우승 해운대구 보건소 황년연 (주)에스원

허원정 전남소방서 황덕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관리소장

허재영 경상대학교병원 황동호 춘해보건대학교 

현미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황   린 (주)에스원

현종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황민경 삼성전자

홍기용 국군의무학교 황보수걸 한국다이이찌산쿄㈜

홍미정 경북대학교병원 황보숙 포항안심모니터

홍석재 직장인 황상희 한국다이이찌산쿄㈜

홍선정 삼성3119구조단 황아름 한국다이이찌산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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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홍성모 (주)에스원 황예령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홍성심 제주소방서 황윤종 한국다이이찌산쿄㈜

홍성필 두산중공업 황윤주 동부소방서 화암센터

홍성휘 2급 응급구조사 황의동 한국다이이찌산쿄㈜

홍수진 수영구 보건소 황인수 (주)에스원

홍승기 (주)에스원 황인욱 세종시소방본부

홍승진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황일형 한국다이이찌산쿄㈜

홍영애 오정보건소 황재득 춘천 남성의용소방대

홍영호 탐라교육원 황재원 부산진구 보건소

홍정익 탐라교육원 황준석 영도구 보건소

홍지영 삼육대학교 황준성 국군의무학교

홍진아 부천시 오정보건소 황지혜 부산대학교병원 BCMS

홍진표 춘해보건대학교 황지희 ABC자원봉사단

홍현기 경기소방서 황진향 서울대학교병원

황교순 (주)에스원 황현정 경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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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A BLS Instructor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Hai Mai Ba 제주한라대학교(베트남 후에대학교) 강선주 제주한라대학

Thi Kim Hoa 
Nguyen 제주한라대학교(베트남 후에대학교) 강선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Thi Nguyet 
Tran 제주한라대학교(베트남 후에대학교) 강성근 경운대학교 KUST(남원의료원)

tran dinh 
hau 제주한라대학교(베트남 후에대학교) 강소리 대전대학교

Van An Le 제주한라대학교(베트남 후에대학교) 강소영 남서울대학교(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가기혁 경기도소방학교 강소현 강북삼성병원 응급실

가미선 동남보건대학교(라이프온교육센터) 강수경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갈호정 서울아산병원 강수진 삼성서울병원

강가영 강남성심병원 강   숙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강경림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강승우 포항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강경숙 전남과학대학(남부대학교) 강승주 전남대병원(전북과학대학교)

강경원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강신우 충북보건과학대학교(경기도소방학교)

강광순 대전보건대학교(광양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강영숙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강구현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강영욱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강기노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강   웅 BLS 교육지원팀(한마음병원)

강다영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영남대

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강은보 동의과학대학교

강마리아 강남성심병원 강은희 경남정보대학교 간호과

강말순 진주보건대학 강인구 건양대병원

강문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인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삼성에버랜드)

강문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강재환 경운대학교 KUST Center(파티마병원)

강문희 문경대학교 강정아 충남대학교병원(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강미림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강정완 BLS 교육지원팀(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미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강정월 목포중앙병원

강미영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강정희 삼성서울병원

강미윤 창원파티마병원 강지선 대한인명구조협회

강민선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강지숙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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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강민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순천향대학교 부천병

원 응급실)
강지훈 예수병원 응급의학과

강민수 포항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강지훈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강보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강지훈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강보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강진선 성애병원

강찬미 순천향대학교병원 고은실 삼성서울병원

강태신 대구가톨릭의료원 응급의학과 고은정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강현정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고은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강형구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  

학과)
고재문 제주한라대학 응급구조과

강혜은 내정초등학교 고재욱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강혜진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고정주 대전보건대학교(종로소방서)

강화정 진주보건대학 고정희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강효영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고종현 충청대학 응급구조학과

강효정 동의과학대학교 고지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강효찬 동의과학대학교 고진희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고현남 진주보건대학

강희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고현정 전주대학교(전주예수병원)

강희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고현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계유찬 중앙보훈병원 고효진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고가연 강릉영동대학 공경애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고경양 국군의무학교 공경희 부산대학교병원 BCMS

고동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공미소 순천향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고명상 제주대학교병원 공수랑 국군의무학교

고명숙 기독간호대학 공지영 국군수도병원

고미선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공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미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실 곽경선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고미연 해군해양의료원 곽근혜 여주대학교

고봉연 동남보건대학 곽래영 나사렛대학교(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고연학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곽선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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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고영아 군산소방서 곽수영 경운대학교 KUST Center(계명문화대학교)

고영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곽수희 세브란스병원

고영훈 해군포항병원 곽은주 대원대학교

고윤이 세브란스병원 곽인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윤희 전북대학교병원 구건회 경운대학교 KUST Center(구미시 보건소)

고은경 수진중학교 구민경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간호실습  

센터

구상미 대전대학교 권영숙 충남대학교병원(중부대학교 간호학과)

구수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권영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학교

병원)

구윤정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권영은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구인숙 예수병원 간호부 권영채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센터

구인영
경운대학교 KUST Center(경운대학교 치위생

학과)
권영훈 국군수도병원

구재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권예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구주희 해군 해양의료원 권오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구지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권오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구혜자 BLS 교육지원팀(거제대학) 권용락 경상북도 경산소방서(경상북도 소방학교)

구희정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권유정 동의과학대학교

국승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권윤희 경주대학교

국정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권은옥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수기교육센터(서울대학

교병원 암간호과)

국종원 전주비전대학교 권은지 동남보건대학교

국현우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권인욱 포항성모병원

권경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권인호 동아대학교의료원

권나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 권종윤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강남소방서 영동119안

전센터)

권말숙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권지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권문희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권지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권미향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권지현 포항성모병원

권민정 경북대학교병원(ETC 환자이송단) 권찬양 충북보건과학대학교(최병원)



170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권민찬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권하련 강원대학교(지샘병원)

권민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권헌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훈련센터

권상민 BLS 교육지원팀 권혜란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교육센터

권선주 동국의대 경주병원 권혜림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해양경찰청)

권성근
BLS 교육지원팀(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료  

센터)
권혜지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권세윤 동국의대 경주병원 권효영 세브란스병원

권소정 춘해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권희경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수기교육센터(서울대학

교병원 내과계중환자실)

권수정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금기윤 국군수도병원(공군)

권수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기미영 기독간호대학교

권시내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기은영 서정대학교

기은정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술교육센터(전

남대학교 대학원)
김계경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기현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김관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센터

길진혁 경기도소방학교(경기소방재난본부) 김광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김가람 BLS 교육지원팀(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광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김가현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김광옥 동주대학교 간호과

김갑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김광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강님 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김광호 경북대학교병원

김강산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국배 경북대학교병원

김건남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국현 서영대학교(충남대학교병원)

김건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김규리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경북대

학교병원 응급센터)

김건희 충남대학교병원(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김규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경남 건국대학교병원 김균무 대구가톨릭의료원

김경남 부산여자대학교 간호과 김근순 충북대학교병원(청주의료원)

김경덕 동양대학교 BLS센터 김금숙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구조구급훈련센터

김경란 BLS 교육지원팀(송원대학) 김금순 경북전문대학교 FAM센터

김경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금자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김경미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김금중 강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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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김기련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김경순 경북대학교병원(경상북도 안동소방서) 김기홍 춘해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경순 강동대학교 BLS교육센터(엠플러스병원) 김기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경애 울산대학교병원 내과계중환자실 김길남 BLS 교육지원팀

김경욱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김나영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MH 우

리병원 수술간호팀)

김경원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김난희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김경진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김다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경혜 경북보건대학교 김다름 삼성서울병원

김경호 포항성모병원 김다은
부산대학교병원(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

이션센터)

김경화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과)
김다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우성여성병원)

김경희 BLS 교육지원팀(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김다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경희 경남정보대학교 간호과 김대용 BLS 교육지원팀(광명소방서)

김경희 충남대학교(대전외국인학교) 김대우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김대우 세브란스병원 김문정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

김대욱 대구가톨릭의료원 응급실 김미경 강동성심병원 CCU

김대현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미경 서울특별시 소방학교(동대문소방서)

김덕혜 선린대학교 김미경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경남정

보대학 간호학과)

김도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김미나 군산의료원

김도헌 제주한라대학교 김미나 광양보건대학교

김동규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김미라 대전대학교

김동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김미란 가천의대 길병원(서울여성병원)

김동선 목포한국병원 의무관리부 김미란 BLS교육지원팀

김동섭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미선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교육센터

김동옥 우송대학교 김미선 전주기전대학(익산소방서)

김동원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마취통증

의학과)
김미소 안동과학대학교

김동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김미숙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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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경기도소방학교(분당소방서 서현119안전   

센터)
김미숙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고신대

학교 간호학과 전인과학 연구소)

김동훈 대구가톨릭의료원 김미애
전남대학교병원(한국산업간호협회 광주보건

안전센터)

김동휘
경북대학교병원(경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

센터)
김미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김동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김미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명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간호실습  

센터
김미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김명선 충남대학교병원(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김미연 국군수도병원

김명선 서울아산병원 김미영 서울아산병원

김명순 세브란스병원 김미영 가톨릭의대 START 센터(여의도성모병원)

김명옥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미영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김명욱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미영 경남정보대학 간호과

김명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미영 충남대학교 간호대학(충남고등학교)

김명희 대구과학대학 김미옥 충남대학교병원(대전계룡병원)

김명희 BLS 교육지원팀(안동과학대학교) 김미정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명희 대전대학교 보건진료소 김미정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김무늬 강릉아산병원 김미정 삼성창원병원(공군18전투비행단)

김문교 강동성심병원(하늘병원) 김미정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김문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김미정 청암대학교(여수성심병원)

김미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민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김미혜 백석대학교(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김민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김민찬 선린대학교

김미화 서울대학교병원 김민철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대목동병

원 응급실)

김미희 기독간호대학 김민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미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김병곤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미희 대전대학교 김병규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미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병수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민경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병숙 강남성심병원 응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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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가천의과학대학교 김병용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민성 BLS 교육지원팀(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김보경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김민성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보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민숙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김보경 삼성서울병원

김민숙 대전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김보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김민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김보라 중부소방서

김민영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김보라 한국응급처치교육원(주)

김민영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경대학교 간호 

학과)
김보람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민정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김보람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김민정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 김보리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김민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김보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김민정 건양대병원 김보은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민정 가톨릭상지대학 간호학과 김봉임 진주보건대학

김민정 대구과학대학교 김빛나 대원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민정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간호실습  

센터
김상모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김민주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상영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김민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상옥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김민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상일 순천향대학교병원

김민지 건양대병원(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김상현 충청대학교(제천 명지병원)

김민지 포항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선미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민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김선애 삼육보건대학 간호과

김선애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대한심폐소생협회) 김세령 예수대학교

김선욱 창원파티마병원 김세열 전남대학교병원

김선일 제주한라대학교 김세윤 세종병원 심장재활센터

김선자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김세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선자 강남성심병원 김소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김선정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김소명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김선주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부속구미차병원 응급실 김소연 동남보건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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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 대구가톨릭의료원 김소영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선표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소영 세브란스병원

김선화 대구과학대학 김소영 남서울대학교(두원공과대학교)

김선화 경북대학교병원(경산1대학교 간호학과) 김소영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김선희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혜전대학교 간

호학과)
김소은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전북대학교병원)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소현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김선희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경주

대학교)
김소희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김선희 강원대학교병원 김소희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성란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김수경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김성령 동아대학교의료원 김수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김성미 대구과학대학 간호과 김수미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김성수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은평소방서) 김수연 강동대학교(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성숙 삼성서울병원 김수연 BLS 교육지원팀(한림대학교성심병원)

김성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부천

성모병원)
김수일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성은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김수정 세종병원 중환자실

김성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김수정 동아대병원의료원 응급실

김성은 해군 해양의료원 김수정
가톨릭의대 START 센터(가톨릭대학교 간호 

대학)

김성주 동주대학교 김수정 서울대학교병원

김성진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김수정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성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김수지 강릉아산병원

김성해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센

터(경희의료원)
김수진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성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김수진 을지대학교(서초소방서)

김성훈 경북대학교병원 김수진 세브란스병원

김수진 인하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 김애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수진 서울소방재난본부 도봉소방서 김애진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김수태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양신 문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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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수현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 김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수현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 김양헌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수현 서울아산병원 김여정 울산대학교병원

김수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여진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숙영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김여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숙이 BLS 교육지원팀(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김연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김숙희 건양대병원 김연자 동서대학교 BLS 센터

김순구 대구보건대학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   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김순심 선린대학 응급구조과 김영근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순애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응급실 김영미 가톨릭상지대학교

김순영 갑을장유병원 김영선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순옥 세종병원 중환자실 김영숙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간호교육팀

김순옥 삼육보건대학(신한대학교) 김영숙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순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김영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분당제생병원 응급의   

학과)

김순호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김영아 포항대학교

김순희 동의과학대학교 김영아 전남대학교병원

김순희 대구과학대학교 김영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김승연 가톨릭의대 START(대한심폐소생협회) 김영옥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

김승오 단국의과대학교(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김영재 군산소방서

김승우
BLS 교육지원팀(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응급의학과)
김영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계중환자실

김승주 목포중앙병원 김영주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김승환 세브란스병원 김영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김아람 한림성심대학 김영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김아름 횡성소방서 김영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도봉소방서)

김아린 청주대학교 김영화 경일대학교

김아린 포항성모병원 김영희 진주보건대학

김아정
대전대학교(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  

센터)
김영희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국립경찰병원)

김예림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교육센터 김유정 한림대학교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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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예은 삼성서울병원 김윤경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김예지 아시아나 항공㈜ 김윤경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김예진 삼육보건대학 간호과 김윤성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옥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윤성 서정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옥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김윤성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옥현 청암대학교 김윤수 서울여자간호대학

김옥희 세종병원(부천대학교 보건실) 김윤이 한일장신대학교

김외남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김윤정 경북대학교병원(대구파티마병원)

김용분 전남대학교병원(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김윤정
서울아산병원(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김용석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윤정 대전대학교

김용원 원주기독병원 김윤주 충남대학교병원

김용인 양산베데스다병원 응급의학과 김윤지 동의과학대학교(동주대학교 간호학과)

김용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센터 김윤지 국군의무학교

김용현 경북대학교병원(1339응급의료정보센터) 김윤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김용환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은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김우석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김은미 강원대학교병원

김우성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은미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우정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은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김우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대목동병

원 응급실)
김은수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대목동병

원 응급실)

김운영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영등포소방서) 김은숙 청주대학교

김원경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술교육센터(동

강대학교 간호학과)
김은숙 공주대학교(성동초등학교)

김원기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은아 BLS 교육지원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원영 목포중앙병원 김은애 대전대학교(대전동부소방서 법동파출소)

김원종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은애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원중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은영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김원중 한국응급처치교육원(주) 김은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원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국군일동병원 응급의  

학과)
김은영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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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원희 남서울대학교(치아나라치과) 김은영 대구과학대학교

김유정 중앙보훈병원 김은자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김은정 조선대학교병원 김정률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안동성소병원)

김은정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김정리 경북대학교병원 중앙수술실

김은주 조선대학교병원 김정미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김은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김정숙 경북보건대학교

김은주 전북과학대학교 심폐소생술센터 김정숙 진주보건대학

김은진 수성대학교 김정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김은향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김정아 강남성심병원

김은혜 국군의무학교 김정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은혜 서울의대 임상수기교육센터 김정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김은휘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김정애 경북대학교병원(대구우리들병원)

김은희 수성대학교 김정애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김은희 울산대학교병원 김정연 강남성심병원

김은희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김의중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김정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김익지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김정윤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인경 서울의료원(한서대학교) 김정하 대한항공 항공보건팀

김인병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김정혁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김인숙 서울대학교병원 성인응급실 김정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김인숙 대전보건대학교(수원과학대학교 간호과) 김정현 한국응급처치교육원(주)

김자경 강원대학교병원 김정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김자연 국군의무학교 김정훈 충남대학교병원

김자영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용산소방서 후암안전 

센터)
김정희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김재국 강남성심병원 김제훈 선린대학교

김재민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종국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영상의학과

김재민 군산소방서 김종규 군산소방서

김재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흉부외과 김종란 동강대학교 응급의료센터

김재승 국군의무학교 김종빈 단국의과대학교(단국대학교 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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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김종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김재익 선린대학교 김종일 경기도소방학교(성남소방서)

김정대 인하대학교 의료원 김종호 전주완산소방서

김좌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지훈 세브란스병원

김주식 전남대학교병원 김지희 강원대학교

김주애 마산삼성병원 김진경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주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국립

교통재활병원)
김진수 BLS 교육지원팀(성애병원)

김주희 충남대학교병원(청주성모병원 응급실) 김진수 공주대학교(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주희 목포중앙병원 김진아 성애병원

김준호
경기도소방학교(오산소방서 청학119안전   

센터)
김진아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김지나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  

센터
김진옥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송파소방서)

김지상 동강대학교 김진우 대전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김지선 (주)대한항공부속의원 김진욱 경동대학교

김지선 인하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 김진이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김지수 순천향대학교병원 김진주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김지연 진주보건대학 김진철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센터

김지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진홍 가천의대 길병원

김지연 대원대학교 김진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김지연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진회 선문대학교 응급구조과

김지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김진희 남서울대학교(두원공과대학교)

김지영 우석대학교(군산간호대학교) 김찬웅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김지영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과 병동 김창엽 동아대학교의료원 응급의학과

김지영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김창욱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실

김지은 아주대학교병원 김창호 경북대학교병원(김천제일병원 응급의학과)

김지은 서울아산병원 김채연 전북대학교병원

김지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철배 동남보건대학(장안구보건소 민원실)

김지인 대구보건대학 간호학과 김철태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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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인하대학교 의료원 김초이 충남대학교병원

김지혜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춘이 해군포항병원

김지혜 가톨릭의대 START 센터 김태경 동의과학대학교

김지혜 청주효성병원 김태민 제주한라대학 응급구조과

김지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김태윤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지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가톨

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김태은

순천청암대학교(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위장관

암클리닉 연구간호사)

김태한 의정부성모병원 김현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태헌 사)대한안전문화협회 김현정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김태환 대전보건대학교(전북소방본부 무진장소방서) 김현정 동강대학교 응급의료센터

김태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실 김현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김태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현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창신대

학교 간호학과)

김하강 목포가톨릭대학교 김현지 대전보건대학(혜천대학 간호과)

김하나 한림대학교성심병원(씨유메디칼시스템) 김현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김하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김현진 경운대학교(대구가톨릭의료원)

김한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특별시 서울의  

료원)
김현화 건양대병원

김한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김현희 BLS 교육지원팀(서정대학교)

김해선 백석문화대학교 김현희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김해성 세브란스병원 김형기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김해옥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형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향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김형빈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향수 중원대학교 김형욱 광주보건대학교(국립공원관리공단)

김향숙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김형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혁훈 아주대학교병원 김형태 강남성심병원

김   현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김혜경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현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혜련 경북과학대학교

김현미 김해대학 응급구조학과 초빙교수 김혜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울산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현석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김혜숙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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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김혜숙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간호국 교육팀

김현수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김혜원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현숙 여주대학교 김혜윤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현숙 군장대학교 김혜정 포항성모병원

김현영 경운대학교 KUST Center 김혜정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경운대학교)

김현정 대원대학교 김혜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상계백병원)

김현정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건강보험공

단 일산병원)
김혜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현정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김   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시뮬레이션 천안

센터

김현정 경기도소방학교(광주소방서) 김호권 예수병원

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남맹숙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대학교 보건진   

료소)

김홍순 안동과학대학교 남미경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김홍연 가천의대 길병원 남우정 경기도소방학교(수원소방서)

김화정 경북대학교병원 남윤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김황림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남윤희 서울의대 임상수기교육센터

김효경 기독간호대학교 남정자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김효선 가천의대 길병원 외상진료실 남정희 대구과학대학교(가톨릭상지대학교)

김효식 제주한라대학 응급구조과 남창숙 강북삼성병원

김효신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경대학교 임상병

리과 교수)
남현아 강동성심병원(평택대학교)

김효준 국군의무학교 남현진 예수병원(호원대학교)

김효진 세브란스병원 심폐소생술 교육팀 남현철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태안해양경찰서)

김효진 기독간호대학교(광주기독병원 응급센터) 노경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김효진 동국의대 경주병원 노기상 포항성모병원

김희경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노미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흉부외과

김희수 강동성심병원 노미영 해군포항병원

김희영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과

김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대목동병

원 응급실)
노상미 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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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서울아산병원 노소영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김희정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노영숙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  

센터

김희정 경동대학교 노영옥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나상훈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철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  

센터

나선경 삼성서울병원 노준영
BLS 교육지원팀(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

의학과) 

나성균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노지영 기타

나송숙 기독간호대학교 노현경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나유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고신대

학교복음병원 응급의학과)
노현정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경북

대학교병원)

나지웅 국군의무학교 노혜승 서남병원 응급실

나   현 동아보건대학교(목포미즈아이병원) 당신애 가천의대 길병원(인천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남건우 춘해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도은수 동국의대 경주병원(경북과학대학교)

남경애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외래 류경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남궁윤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서초소방서) 류경순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류경원 조선간호대학 문중범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류기순 경북대학교병원 문지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수원여자대학교)

류동천 충북대학교병원(청주의료원 응급실) 문하나 부산대학교병원 BCMS

류수지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문현지
가톨릭의대 START센터(가톨릭대학교 간호  

대학)

류이슬 동국의대 경주병원 문혜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류임건 광진소방서 문   희 광양보건대학

류재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민경화 대전대학교

류지호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민나은 충남대학교병원

류진호 목포중앙병원 응급의학과 민문기
부산대학교병원 BCMS(서산의료원 응급의  

학과)

류현식 국군의무학교 민선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류현욱 경북대학교병원 민성기 대전보건대학(해양경찰학교)

류현호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민승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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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태 포항성모병원 민신홍 백석대학교

마수영 안동과학대학교 MSA센터 민용훈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마진실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민주희 경기도소방학교(대전보건대학)

명덕순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민   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모문희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민현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모인환 공군 제3훈련비핸단 헌병대대 박건엽 목포중앙병원 중환자실

문미선 춘해보건대학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건주 부산여자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문상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병동 박   경 기독간호대학교

문선옥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박경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문성모 동아보건대학교 박경애 경북대학교병원

문성배 경북대학교병원 박경임 전남과학대학

문성진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재활운동건강과)
박경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문수지 전북대학교병원 박경희 해군포항병원(포항성모병원)

문연실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 박경희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문유호 경북대학교병원 박광식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문주령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박광진 동아대학교의료원

문준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박광희 국군의무학교

문준영 동강대학(진천성모병원) 박금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기미 평택굿모닝병원 박복순 강릉영동대학교

박기영 건양대병원 박상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구로소방서 구로안전  

센터)

박남숙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박상례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박다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박상욱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다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중앙대학교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박상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

박대성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교육센터 박상현 동아보건대학교

박대필 동국의대 경주병원 박상희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박동영 간호사 박석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박동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선민
삼육보건대학(한국수력원자력(주)방사선보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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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호 가천의대 길병원 박선애 경북과학대학

박득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박선영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박맹열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박선욱 강릉영동대학교

박명남 진주보건대학 박선희 수성대학교

박미경 대구과학대학교 박설희 동아보건대학교(미즈아이병원)

박미란 강북삼성병원 신관11병동 박성욱 부산대학교병원 BCMS

박미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박성은 BLS 교육지원팀(성남문원중학교 보건교사)

박미순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응급실 박성주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박미연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박성주 동국의대 경주병원

박미영 경상대학교병원 박성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박미영 강릉영동대학 박성희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박미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박세영 삼성서울병원

박미향 경운대학교 KUST Center(영남이공대학교) 박세영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16비 의무대대)

박미현 대전대학교(대전한국병원) 박세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박미현 서울대학교병원 박소미 전주기전대학

박미화 전남대병원(전남과학대학 간호과) 박소영 동아대학교의료원 외과외래

박민경
경운대학교 KUST Center(경운대학교 치위생

학과)
박소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중부소방서)

박민제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박소현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소방재난본부)

박병준 강릉영동대학 박소희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박보람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박수아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두원공과대학교)

박복남 강동성심병원(용인송담대학) 박수정 BLS 교육지원팀(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수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영주 조선간호대학

박수진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박영주 부산대학교병원 BCMS(고신대학교)

박수현 부산대학교병원 BCMS 박영태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박숙향 대구가톨릭의료원 박영희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순아 문경대학교 박영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박순옥 여주대학교 박옥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박순창 부산대학교병원 BCMS 박옥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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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청 공주대학교(논산교육청) 박옥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박순희 한국마사회 박용숙 충남대학교 간호대학(충남여자고등학교)

박승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용우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승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박원국 동국의대 경주병원

박승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유경 동아대학교

박승철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박유석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박시은 동강대학교 응급의료센터 박유정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부산백

병원 응급의학과)

박신영 조선간호대학 박유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신혜 경기도소방학교 박윤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국립교

통재활병원)

박실화 울산대학교병원 박윤택 경기도소방학교

박아영 광주여자대학교 박은미 동국의대 경주병원(대구 파티마병원)

박애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심혈관계 집중치

료실
박은실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박에스더 대구대학교 박은실 호산대학교

박연경 동주대학교 간호과 박은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

박연숙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은정
한국응급처치교육원(주)(고대구로병원 간센터 

연구실)

박연정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병원 응   

급실)
박은주 삼성서울병원 응급항공의료팀

박영규 한국마사회 박은주 순천향대학교병원

박영례 목포중앙병원(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박의정 경남정보대학교 간호과

박영석 건양대학교 박이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동관5층 A  

병동

박영수 원주기독병원 박인성 경일대학교

박영수 동의과학대학교 박인숙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박영신 강원대학교병원 박인애 울산대학교병원(울산동강병원 간호부)

박영아 가천의대 길병원 간호부 박인철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교실

박장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건양대학교) 박준영 동아대학교의료원

박재성 동주대학교 박지연 BLS 교육지원팀(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박재연 인하대학교의료원 박지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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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박지은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박재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지현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박정규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박지현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박정미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박진령 거제대학

박정민 BLS 교육지원팀 박진모 동국의대 경주병원

박정수 충북대병원(천안의료원 응급의학과) 박진수 BLS 교육지원팀(행복한 요양병원)

박정순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박진아 인하대학교 의료원

박정애 삼성서울병원 박진아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박정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두원공과대학교 간호

학과)
박진옥 나사렛대학교

박정욱 경기도소방학교 박진옥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가톨릭대학교 인

천성모병원)

박정은 아시아나 항공㈜ 박진옥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부산아

동병원 간호부)

박정은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박진홍 전주기전대학(충청대학 응급구조과)

박정제 충청대학교 박진화
경운대학교 KUST Center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정하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간호부) 박진희 우석대학교

박정하 동서대학교 BLS 센터 박진희 동아대학교의료원(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정희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박찬경 진주보건대학

박종숙 인하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 박찬우 강원대학교병원

박종학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박창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박종호 국군의무학교 박채령 서남병원 응급실

박주경 인하대학교의료원 내과계 중환자실 박채빈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박주영 군장대학교 박천숙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박주영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박철진 제주한라대학교

박주옥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박충선 목포과학대학교

박주원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박치수 강동성심병원(서울강남 우리들병원)

박주호
경상북도 경산소방서(경산소방서 하양119안

전센터)
박태남 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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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전북대학교병원 박태민 부산대학교병원 BCMS

박준범 순천향대학교병원 박태윤 거창군보건소

박하영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박희진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교육센터

박항아 삼성서울병원 반은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박현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방선희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박현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성환 대전보건대학교

박현숙 경운대학교 간호과 방승옥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박현숙 동국의대 경주병원 방준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박현숙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배결아 전주대학교(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박현정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배규성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현정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배기숙 백석대학교

박현정 충북대학교병원 배기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박현주 BLS 교육지원팀(성애병원) 배대국 강동성심병원

박현주 동국의대 경주병원 배두이 진주보건대학

박현주 BLS 교육지원팀(동남보건대학교) 배문정 국군수도병원

박현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배민영 인하대학교 의료원

박혜란 선린대학교 배병관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박혜리 인천응급의료정보센터 배상훈 동아대학교의료원 응급의학과

박혜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배선정 인하대학교 예방관리센터

박혜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남서울대학교) 배선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예방사업팀)

박혜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춘해보건대학 응급의료

교육센터)
배성주 포항대학교

박혜순 제주한라병원 배수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수술실

박혜영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배영숙 기독간호대학

박혜영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통합간호실습  

센터
배영주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박혜정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배원식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박혜정 경상대학교병원(두산중공업) 배은경 국군의무학교

박호진 경상대학교병원 배익렬 군산간호대학교

박홍인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배정수 동아대학교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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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배지란 순천향대학교병원

박희숙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한강해양경비안전  

센터)
배지형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용인심곡초등학교)

박희숙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배진건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박희옥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배진현 수성대학교

배필원 대구과학대학교 변재훈 강북삼성병원

배혜경
삼육보건대학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변지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서울소방방재본부 마포

소방서)

배희순 국군의무학교 변혜선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백경선 진주보건대학 서경희 제주한라대학 응급구조과 

백명화 경북대학교병원 서경희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백미례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서   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백미현 서울아산병원 서광석 강남성심병원(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백새롬 강남성심병원 서미희 서울대학교병원

백성옥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서민서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백성희 백석대학교 서민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백송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서민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백수빈 경북대학교병원(선린대학) 서보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백승일 대전보건대학교 보건의료 시뮬레이션센터 서빛나리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

백영지 부산대학교병원 BCMS 서상원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백요한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서성숙 포항성모병원

백윤정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서애리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백의현 삼성서울병원 서연숙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백일훈 동의과학대학 물리치료과 서영미 예수병원(서남대학교)

백장미 동의과학대학교(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서영숙 경북과학대학교

백지애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서영승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백한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서영우 대구가톨릭의료원

백형숙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서유리 경운대학교 KUST Center

백홍석 대전대학교 서은경 충남대학교병원

백훈정 여주대학교 서일환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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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길원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서정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청주성모병원 응급의료

센터)

범나영 충북대학교병원 서정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범재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인제대학교 부속 상

계백병원)
서종현 가천의대 길병원

범진호 세브란스병원 서준석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변규리 대한안전연합 대구경북중앙본부 서지영 강동대학교 BLS 교육센터

변은경 경남정보대학교 간호과 서지혜 광양보건대학

서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손경희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태교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서부

소방서)
손덕옥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서하얀 충남대학교병원(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손명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서현미 경기도소방학교(수원소방서) 손민지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서현승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QI팀 손성민 포항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서현정 삼성서울병원 손세정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메디탑노인복지센터)

서형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손수용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부산 침

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서혜진 제주한라대학 손수정
동아대학교의료원(춘해보건대학 응급의료교

육센터)

서호성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손영선 거제대학

석우영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손영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석현진 대구과학대학교 손유동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선승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손유림 갑을장유병원(경주동국대학교)

선정주 청암대학교 손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선춘자 광양보건대학교 손은진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설승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손인아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가천의대 응급구조

학과)

설은미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

센터)
손자영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  

센터

성명숙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간호부 손정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성미향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손정우 경북대학교병원

성설희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손정원 충북보건과학대학교(안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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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손준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영미 남서울대학교(효산의료재단샘안양병원) 손진아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성원영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손창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

성정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서초소방서 반포안전 

센터)
손현숙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성지숙 문경대학교(충북대학교병원) 손현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지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손형준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경상대

학교병원)

성현주 백석대학교(신성대학교 보건실) 손혜경 부산여자대학교

소니나 충남대학교병원 송근정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소성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송대근 군산소방서

소윤희 조선대학교병원 송동훈 갑을장유병원

소은진 서울대학교병원 성인응급실 송라윤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송명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서울관악구보건소 치

매지원센터)
신동순 충남대학교병원

송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간호부) 신동운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송미숙 경북과학대학교 신동혁 강북삼성병원(국군수도병원)

송민근 부산대학교병원 BCMS 신명철 강원대학교병원

송민영 동의과학대학교 신미숙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송민정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간호부 5병동 신미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강동소방서)

송민정 BLS 교육지원팀(건국대학교병원) 신미애 BLS 교육지원팀

송범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신보름 국군의무학교(항공우주의료원)

송부홍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신상열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송소현 대구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신상춘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송영규 나사렛대학교 신선미 예수병원 간호부 

송영순 경운대학교 KUST Center(파티마병원) 신선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송영주 서울의대 임상수기교육센터 신선화 BLS 교육지원팀(서울대학교병원)

송예헌 대전보건대학교 신소연 호원대학교

송원모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신수정 광양보건대학교

송은진 남서울대학교(KACPR) 신승화 안동과학대학

송인자 광주여자대학교 신영철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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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형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우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송정선 복정초등학교 보건교사 신우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송정희 전주대학교 신원섭 대전대학교

송주혜 군산의료원 신은아 울산대학교병원

송지연 국군수도병원 신은옥 대전대학교

송진아
동남보건대학교(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진  

료팀)
신인선 서울아산병원

송진우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신자현 우석대학교

송진하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신장미 성남미금초등학교

송창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정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신건희
분당서울대병원(군포소방서 산본119안전   

센터)
신정학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신경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세종소방본부) 신정호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신교연 건양대병원 신종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동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신중호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신지선 서울아산병원 안미나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신지원 BLS 교육지원팀(영진전문대학) 안미정 제주한라대학교

신태건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안민기 대원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현규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안민순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신현정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안민아 동국의대 경주병원

신현호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안상대 경상북도 경산소방서(경북소방학교)

신형수
경운대학교 KUST Center(경운대학교 물리치

료학과)
안선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형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안선영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실

신효정 순천향대학교병원 안선영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

신희수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기타) 안선희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신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간호부) 안소연 서남병원 응급실

신희준 경운대학교 KUST Center 안소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한국예술종합학교 건

강진료소)

심경율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경상대

학교병원 응급센터)
안수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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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울산대

학교병원 응급센터)
안숙희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심규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승희 국립암센터 

심규식 나사렛대학교 안   신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심보미 경상대학교병원 안유미
강동성심병원(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보건   

교사)

심상아 BLS 교육지원팀(오스템임플란트 AIC) 안은규 경북대학교병원(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

심선미 대한항공 항공보건팀 안은성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심은경 동명대학교 안은정 동강대학(서남대학교)

심은비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 안재섭 경기도소방학교(성남소방서)

심정신 조선간호대학교 안재윤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심정하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안지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심제헌 경기도소방학교 안지원 강원대학교(강원소방본부)

심화정 진주공군교육사령부 안지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심환희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안혜경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심효진 동아보건대학교(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안효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센터

안남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안효용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안동하 경산북도 경산소방서 안훈철 갑을장유병원

안명훈 목포한국병원 의무관리부 안희철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양미경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엄장수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양미숙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엄준환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양병선 진주보건대학 엄희경 동국의대 경주병원

양수령 포항성모병원 여선희 동의과학대학교(일신기독병원)

양승범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원광대학교 한의

과대학)
여정훈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양승희
BLS 교육지원팀(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  

급실)
여지선 부산대학교병원 BCMS(대전대학교)

양유진 부산대학교병원 BCMS 염미정 가톨릭의대 START 센터

양윤정 경주대학교 염석란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양은순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남북양행) 오건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양은정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은평소방서) 오경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간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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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진 서울대학교병원 긴급대응팀 오나영 남서울대학교(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은혜 해군포항병원 간호부 오동진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양정은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 오명옥 강남성심병원(희명병원)

양정진 삼성서울병원 오모라 삼성서울병원

양지나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오미영 군산의료원 QI실

양진용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오미정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센타 중환자실

양진주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오성광 제주한라대학교(국립중앙의료원)

양해랑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성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양해철 강남성심병원(양지병원) 오성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양현모 동주대학교 오성혜 종로소방서

양현주 경남정보대학교 간호과 오세광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응급의학과

양혜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센터 오세현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양환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오수영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양희범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오수일 강동성심병원(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양희정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오숙희 동강대학(전북과학대학)

어용숙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오영민
가톨릭의대 START 센터(의정부성모병원 응급

의학과)

어은경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오영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엄대훈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오영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엄동춘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오예진 대구가톨릭의료원 응급센터

엄소연 강남세브란스병원 오용교 서영대학교

오유경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옥택근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유리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왕미숙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응급센터 

오유미 BLS 교육지원팀(분당서울대병원) 왕순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오윤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왕지희
BLS 교육지원팀(관동대학교 의학시뮬레이션

센터)

오윤옥 동아인재대학교(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용승민 충북대학교병원 

오윤정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우다원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오윤정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계명문화대학교) 우명숙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아카데미운영팀 우미경 김해대학교 BLS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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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정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우미영 호산대학교

오은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창신대

학교 간호학과)
우선희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오은희 경북대학교병원 우승희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광진소방서 구의119안

전센터)

오인보 강남성심병원 우인정 삼성서울병원 CPR교육팀

오자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여의

도성모병원 응급실)
우정숙 순천청암대학교 간호과

오재훈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  

학과)
우지애 경북대학교병원 내과중환자실

오정미 동의의료원 우지혜 한림성심대학

오정민 서울아산병원 우해룡 부산대학교병원 BCMS(온종합병원 응급실)

오제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우현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오제훈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우형숙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오종희 포항성모병원 우혜진 강동성심병원(국립경찰병원)

오진환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원신애 나사렛대학교

오창훈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종로소방서) 원영덕 전주기전대학

오현미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원효진
충남대학교 간호대학(경북보건대학교 간호  

학과)

오현미 충북보건과학대학교(한려대학교) 위대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오현환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관악소방서) 위성욱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오혜경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위준선
전남대학교병원(A광주 미래로 21병원 응급의

학과)

오혜경 국군수도병원 위진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오혜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구로소방서) 유경규 충북대학교병원

오   희 경북전문대학교 FAM센터 유경돈 동국의대 경주병원

옥승훈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전북대학교병원) 유경숙 강남세브란스병원

옥지원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유경희 서울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본부 의료지도실)

유경희 전북대학교병원(전주응급의료정보센터) 유은경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유광자 경남도립거창대학 유은성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유난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유은순 갑을장유병원 간호행정

유덕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은영 국군의무학교(예산명지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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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대구과학대학교(현대중공업) 유은우
BLS 교육지원팀(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  

센터)

유명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유은지 대전보건대학

유   미 남서울대학교 유익성 한국응급처치교육원(주)

유미종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유자영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유민정 김해대학교 BLS교육센터 유제복 삼성서울병원

유병임 충남대학교 간호대학(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유제성 강남세브란스병원

유선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종현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가톨릭대학교 인

천성모병원)

유선화 강동성심병원 유지나 남서울대학교(CU 메디칼 시스템)

유성온 강북삼성병원 간호과 유지형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유소영 백석대학교 유창환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유수정 부산대학교병원 BCMS 유하나 대구보건대학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유수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현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유순규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응급구조과 유현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유승목 서울아산병원 유혜숙 강동성심병원(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유승연 국군의무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유호상 항공우주의료원

유승협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유호연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유승희 전주비전대학교 유효빈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수기센터

유양기 고려대학교구로병원 흉부외과 유희숙 BLS 교육지원팀(인천국제공항소방대)

유연호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육지혜 대전보건대학(경찰병원 응급센터)

유영건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윤경순 전남대학교병원(동신대학교)

유영미 인하대학교 의료원 윤경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유영숙 서울아산병원 윤매옥 한일장신대학교

유영아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윤미경 세브란스병원(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유영열 한림성심대학 윤미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2병동

유영옥 남서울대학교(기타) 윤민화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유예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윤병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윤보영 군산의료원 응급실 윤지영 부산대학교병원 BCMS

윤서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안양소방서) 윤지운 인천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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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정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윤지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윤서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윤창국 동아대학교의료원

윤석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윤태균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윤선영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윤태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윤선영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윤현경 울산대학교병원

윤성우 남서울대학교 윤현경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윤성필 동국의대 경주병원 윤형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윤숙정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윤형완 전주비전대학교

윤숙희 국군의무학교 윤혜승 국군수도병원

윤순영 대전대학교 윤   희 삼성서울병원

윤슬기 충청대학교(청주성모병원 응급실) 윤   희 전남과학대학교

윤애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윤희옥 경북과학대학

윤여옥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윤희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윤여정 대한항공 항공보건팀 음수정
대구보건대학 임상시뮬레이션센터(대구보건

대학 보건진료소)

윤연금 해군포항병원(해군해양의료원) 이가영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윤영란 소방재난본부 이가영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윤영숙 동주대학교 이가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윤영진 가톨릭의대 START 센터(남북메드닉스) 이건영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윤영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이건철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물리치료과)

윤유상 부산대학교병원 BCMS(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경란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훈련센터

윤재철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이경란 가톨릭상지대학교

윤정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이경룡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윤정원 영진전문대학 이경숙 강동성심병원 응급실

윤정현 포항대학교(포항대학교 간호학과) 이경순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윤정호 세종병원 심장재활센터 이경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윤정희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이경아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윤종근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이경열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전공

윤지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이경우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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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이동희 가천의대 길병원(인천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이경은 세브란스병원 이명렬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경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이명선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이경호 동국의대 경주병원 이명인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센터

이경화 삼성서울병원 이명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평택굿모닝병원)

이경희 대원과학대학 응급구조과 이명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간호본부

이경희 선린대학 간호과 이명현 건국대학교병원 진료지원팀

이경희 군산의료원 이명호 갑을장유병원

이경희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이명희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의료센터

이경희 성애병원 이문정 동국의대 경주병원

이계숙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익산 성모병원) 이미라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이광성 경북대학교병원(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 이미련
BLS 교육지원팀(대구보건대학 임상시뮬레이

션센터)

이구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미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귀자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미미 서울대학교병원

이규영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  

센터
이미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규희 경기도소방학교(분당소방서) 이미영 국군의무학교

이금월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이미영 강남세브란스병원

이기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미영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이기흔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이미영 BLS 교육지원팀(메트로병원)

이나영 해군 해양의료원 이미영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구한의대학교 물

리치료학과)

이난영 공주대학교 이미옥 가천의대 길병원

이남종 대전보건대학교(청주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이미옥 진주보건대학

이남희 BLS 교육지원팀(동남보건대학) 이미옥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이대섭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이미진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도영 백석문화대학교(백석대학교) 이미향 울산대학교병원

이동건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이미현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석 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교육원 이미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센터



197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동언 경북대학교병원 이미화 동의과학대학교

이동우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이미희 대전대학교(충북대학교병원)

이동훈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민기 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민정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이선우 삼육보건대학

이민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이병국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선정 부산대학교병원 BCMS(국군부산병원)

이병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실 이선주 공주대학교

이삼순 거제대학 이선희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이삼우 포항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숙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센터 마취과

이상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숙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성환초등학교 보건실)

이상곤 대원대학교 이성심 강릉영동대학 간호학과

이상미 동양대학교 BLS 교육센터 이성아 가톨릭의대 START 센터

이상복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이성옥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이상영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소방안전본부) 이성용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상용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해피하

우스요양병원)
이성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상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이성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이상철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성철 동국의대 경주병원(포항북부소방서)

이상화 해군포항병원 이성호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상훈 국군의무학교 이성화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이상희 강릉아산병원 이성화 동의과학대학교(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이서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STX 중공업/HSE
설비팀)

이성희 ㈜대한항공부속의원(김해부속의원)

이석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성희 가천의대 길병원

이석원 대전소방본부 이세나
BLS 교육지원팀(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

병원)

이선경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이세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이선미 진주보건대학 이세종 국군의무학교

이선미 공주대학교 이세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선미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이소영 강동성심병원 8병동

이선민 경기도소방학교(의정부소방서) 이소영 강남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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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숙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응급센터 이소영 동국의대 경주병원

이선아 군산의료원 응급센터 이소형 ㈜호텔신라 피트니스클럽 의무실

이선애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 이송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선영 국립일산병원 이송흔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이선영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이수미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이수언 서울대학교병원 이연희 목포중앙병원

이수진 전남대학교병원 이영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전주비전대학교)

이수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이영래 경기도소방학교(화성소방서)

이수진 군장대학교 이영미
가톨릭의대 START 센터(강남성모병원 응급의

료센터)

이수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영석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이수진 남서울대학교(순천향대학교병원) 이영숙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수현 아주대학교병원 이영순 울산대학교병원(울산동강병원)

이수훈 경상대학교병원 이영실 영진전문대학(경산소방서)

이숙희 기독간호대학 이영실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이숙희 경북대학교병원 이영아 제주한라대학 응급구조과

이순애 BLS 교육지원팀(국립암센터 마취통증의학과) 이영아 강남성심병원

이순연
부산대학교병원 BCMS(효림초등학교 보건  

교사)
이영욱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

이순중 경북대학교병원 이영현 동남보건대학(수원소방서 정자 119 안전센터)

이순희 충북보건과학대학교(신성대학간호과) 이영환 삼성서울병원(서울산 보람병원)

이슬기 백석대학교 이영희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이승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구로소방서) 이영희 동남보건대학

이승미 한국응급처치교육원(주) 이예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승진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응급의료정보   

센터)
이예지 인하대학교의료원

이승한 충남대학교병원 이예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승희 삼성서울병원 이옥주 예수병원(서남대학교)

이승희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규 원주기독병원

이시형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이용정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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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애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이용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아산충무병원 응  

급실)

이아름 중앙보훈병원 이우형 안동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아용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운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안나 강동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원석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이애영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학교육

학교실)
이원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간호본부 신

생아중환자실

이양선 경북대학교병원 이원웅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에리쟈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서일대학교) 이원태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연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순천향대학교 향설의

학시뮬레이션센터)
이유나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이유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재활운동건강과 이인경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이유정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이인모 동남보건대학

이유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인수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유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이인순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2ICU

이윤경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심장집중치료실) 이재광 건양대병원

이윤나 경상대학교병원 이재남 BLS 교육지원팀(성남수진초등학교 보건실)

이윤복 동서대학교 BLS 센터 이재민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교육센터(보성)

이윤재 한마음병원 이재백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윤정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이재성 BLS 교육지원팀(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   은 국군의무학교 이재순 군산간호대학교(군산소방서)

이은경
대구가톨릭의료원(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  

학과)
이재영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은경 BLS 교육지원팀(삼성서울병원) 이재영 동아대학교의료원

이은령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경운대학교) 이재영 국군수도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은미 동아간호학원 이재환 충남대학교병원(김천과학대학)

이은선 서남대학교 간호학과 이재훈 동아대학교의료원

이은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이전형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은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정란 영진전문대학 간호과

이은연 안동과학대학교 이정미 조선간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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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대구가톨릭의료원 이정민
가톨릭의대 START 센터(강남성모병원 응급의

료센터)

이은영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상 서영대학교

이은영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이정선 아주대학교병원

이은자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이정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은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이정숙 한국마사회

이은주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이정숙 LG이노텍 환경안전팀(건강증진센터)

이은주 강남성심병원 이정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

이은준 서울대병원 이정순 기독간호대학

이은진 BLS 교육지원팀(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정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송파소방서)

이은해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정신 아주대학교병원 간호행정교육팀

이은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이정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은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정엽 BLS 교육지원팀(해군 해양의료원)

이정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주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정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료센터 이주희 동양대학교 BLS 교육센터

이정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   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이정은 동남보건대학 이준배 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정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이준학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정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준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정혁 경기도소방학교(고양소방서) 이준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정호 전주기전대학 이중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이정호 경기도소방학교 이지미 서울대학교병원

이정화 경남도립거창대학 이지숙 예수병원 QI실

이정화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지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정훈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언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문경제

일병원 간호부)

이정훈 삼성서울병원 이지연 안동과학대학교

이종건 을지병원(삼성서울병원) 이지예 BLS 교육지원팀(경상대학교병원)

이종근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종로소방서) 이지윤 강동성심병원 응급실

이종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은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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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이지은 나사렛대학교

이종율 진주보건대학 이지은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이종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NICU 이지현 경운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이종희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구열린큰병원) 이지현 군산의료원(군산간호대학교)

이주경 강원대학교병원 이지혜 대구가톨릭의료원(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주상 한림성심대학 이지환 세브란스병원

이주상 충남대학교병원 이진영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주양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이진주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구가톨릭의료원)

이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대목동  

병원)
이진혁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주영
가톨릭의대 START 센터(가톨릭대학교 간호 

대학)
이진희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이주영 강릉영동대학 이진희 광주여자대학교

이주은 서울아산병원 이창윤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이주혜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이창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주희 가천의대 길병원 이창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창훈 중앙보훈병원 이혜경 공주대학교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이혜란 경북과학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 간호과)

이춘지 수성대학교 이혜영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인제대

학교 해운대백병원)

이충지 대전보건대학교 이혜원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이태림 삼성서울병원 이혜은 강동성심병원

이태헌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혜정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

이푸름 전남대학교병원(동강대학) 이   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하나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이호경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이하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이호옥 가천의대 길병원

이하임 인천국제공항 공항소방대 이호은 금호고등학교

이한나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이호진 대구과학대학교

이한나 문경대학교 이효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한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효범 순천향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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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일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 보건지원과)
이효주 원광보건대학교

이해랑 진주보건대학 이효철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이해리 강남성심병원 응급센터 이훈관 제주한라대학교(제주대학교병원)

이해솔 성애병원 이희경 국군수도병원

이향년 동국의대 경주병원 이희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향미 경북대학교병원 이희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이현경 전주비전대학교 이희선 국군수도병원 응급의료센터

이현섭 울산대학교병원 산업환경보건센터 이희순 서울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팀)

이현우 BLS 교육지원팀 이희승 동국의대 경주병원

이현정 경동대학교 이희영 대전보건대학교(청주 하나병원)

이현정 강북삼성병원 이희정 가톨릭상지대학교

이현정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희주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이현정 전북대학교병원(군장대학교) 이희진 한국응급처치교육원(주)

이현주 안동과학대간호학과 이희춘 한국마사회

이현주 포천중문의대부속 구미차병원 인보배 BLS 교육지원팀

이현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심뇌재활센터) 임경민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이현지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임경이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KACPR)

임경자 예수대학교 임태호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   

학과)

임덕순 국군수도병원 임현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국립교

통재활병원)

임동욱 부산대학교병원 임현택 대전보건대학교

임병학 한국마사회 임현희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임봉섭 대전보건대학교(경상북도소방학교) 임혜리 충청대학교

임서윤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임혜은 청양보건의료원

임선미 강남성심병원 임효택 공주대학교(전동초등학교)

임선영 경북보건대학교 임   훈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임선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임희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임성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임희정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임성숙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경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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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영 강원대학교(강릉아산병원) 장경숙 청주대학교

임소연 백석대학교 장경오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임수경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예방관리센터 장군자 대구과학대학교(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임수진 원주기독병원 장기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경복대학교)

임순옥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장문순 충북대학교병원

임승욱 한림대학교성심병원(화천군보건의료원) 장문준 성애병원 응급의학과

임시훈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실 장미혜 경운대학교 KUST Center

임영진 삼성서울병원 장민수 강남성심병원(은평소방서)

임용덕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장보영 경북대학교병원

임유진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장새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삼성서울병원(예정))

임은선 전남과학대학 장선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한서대학교)

임은정 대전대학교 장선영 세브란스병원(적정진료관리실)

임인자 목포가톨릭대학교 장성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임재희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장수정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임정희 경산1대학교 장수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지연 원주기독병원 장수현 송원대학

임지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장애리 영산대학교 시뮬레이션 센터

임지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장연경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임지혜 동강대학교 장연림
부산대학교병원 BCMS(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장영진 충북대학교병원 전소연 대전보건대학 응급구조과

장용수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소영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장우희 서울대학교병원 전수정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수

술간호과)

장유미
경운대학교 KUST Center(통합의료진흥원 임

상연구부)
전승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진주소방서)

장윤덕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전영미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장윤정 인하대학교 의료원 전영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장은진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전우림 강원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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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전윤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장종성
경운대학교 KUST Center(영남이공대학교 물

리치료과)
전지연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장준영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지훈 국군의무학교

장지영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대구세

강병원 야간진료실)
전창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장진녕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전창휘
한국응급처치교육원(주)(중앙종합건설주식  

회사)

장진순 강릉아산병원(응급실) 전초롱 전주비전대학교

장진아 서울대학교병원 전한솔 BLS 교육지원팀

장진영 전남대학교병원 전현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흉부외과 중환자실

장   철 경남정보대학교 BLS 교육센터 전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대목동병

원 응급의학과)

장현숙 기독간호대학교 전호선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장현정 경운대학교 KUST Center 전   후 강남성심병원 응급실 응급의학과

장현정 부산대학교병원 BCMS 전희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혜민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정경숙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대한종

양간호학회)

장혜영 대전대학교 정경순 대구과학대학(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장희정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정경순 경남정보대학교 간호과

전늘조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정경애 가천의대 길병원

전명희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정경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미경 문경대학교 정경자 강동성심병원 심혈관조영실

전미정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경화 대구과학대학(경북과학대학 간호학과)

전민경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센터 정계현 대전대학교

전봉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실 정금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상연 충남대학교병원(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정금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전성희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정기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마포소방서 서교안전  

센터)

정다영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정상구 강릉아산병원

정다운 서울대학교병원 정상우 동남보건대학(인천사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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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경상대학교병원 정상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다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상헌 동아대학교의료원

정다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상희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정마리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새롬 대전대학교(옥천성모병원)

정말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선영 대구가톨릭의료원(대구가톨릭대학교)

정명수 포항성모병원 정성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명애 선린대학(시흥초등학교 보건실) 정성부 경산소방서 청도119구조구급센터

정문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성필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정문학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응급의료센터 정세진 해군 해양의료원

정미경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소리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정미성 BLS 교육지원팀(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정수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미애 동양대학교 정숙영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정미자 광양보건대학 정숙희 동국의대 경주병원

정미정 전남대학교병원 정승태
전남대학교병원(A광주 미래로 21병원 응급의

학과)

정미지 경북대학교병원 정신호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정미호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정애리 강북삼성병원

정민규 국군수도병원(수원소방서) 정애화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경대학교 간호 

학과)

정민선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정연규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정민영 부산대학교병원 BCMS 정연재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재활의   

학과)

정민정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정연정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민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연희 충남대학교병원(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정민희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영란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정배선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정영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인사팀

정범준 BLS 교육지원팀(광주시 남부소방서) 정영숙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정보경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정영순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정보경 BLS 교육지원팀(동의과학대학교) 정영원 전남대학교병원

정보라 항공우주의료원 정영희 충남대학교병원(우송정보대학)

정보라 해군해양의료원 정용선 전남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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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지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용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진옥
가천의대 길병원(인천국제공항 소방대 구   

급대)

정우석 전주기전대학(정앤박소아청소년과의원) 정진우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응급의료정보   

센터)

정원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가톨

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진희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정원중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찬식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정유진 군산의료원 정창숙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구대학교 간호 

학과)

정유진 전남대학교병원 정창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유진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정태녕 세브란스 병원(파주의료원)

정윤경 경남도립거창대학 정태영 목포한국병원

정윤석 서울대학교병원 정태오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전북대병원 응급의  

학과)

정은경 호남대학교 응급의료교육센터 정태은 포천중문의대부속 구미차병원

정은경 제주한라대학교 정하나 선문대학교 응급구조과

정은숙 평택대학교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 정하영 강남성심병원

정은영 청암대학교 정하윤 경남도립거창대학

정은옥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한빛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은정 안동과학대학교 정한호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정은주 부산대학교병원 BCMS 정해인 동아보건대학교

정의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정현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강북소방서 우이119안

전센터)

정이랑 부산대학교병원 BCMS 정현석 대구가톨릭의료원

정인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정현숙 대전대학교(경일대학교)

정재봉 제주한라대학(울산동강병원 응급의학과) 정현숙 문경대학교

정재은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정현정 수성대학교

정재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현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정정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현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종숙 삼성서울병원 응급센터 정현희 부산대학교병원 BCMS(김해 복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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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운 조선대학교병원 정혜란 동아보건대학교

정종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호형 부산대학교병원 BCMS

정주리 충북대학교병원 정회환 국군의무학교

정준호 남서울대학교 정효선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정지연 호원대학교 응급구조과 정효진 동아대학교의료원

정희영 조선대학교(*) 조영모 부산대학교병원 BCMS

정희영 부산여자대학교 간호과 조영석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제남주 진주보건대학 조영숙 경주대학교

제동욱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조영신 순천향대학교병원

제상모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조용연 대한인명구조협회

제재용 동의과학대학교 조용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조경숙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조원민 전주기전대학(정읍소방서)

조광윤 포항성모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조유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조규영 BLS 교육지원팀(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유진 군산소방서 대응구조과

조규익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응급의료센터 조윤미 선린대학교

조규종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윤정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오스템임플란트 

AIC)

조근자 공주대학교 조윤주 동의과학대학교(기타)

조금이 대구과학대학 조은경 동의과학대학교(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금화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조은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조기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조인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조남희 경운대학교 간호대학 조인숙 B광주여자대학교

조대한 동국의대 경주병원 조재경 경북대학교병원

조명래 전주비전대학교 조재철 대구가톨릭의료원 응급의학과

조무신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조   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조미혜 진주보건대학 조준호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조미희 군산간호대학교 조준휘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조병준 강원대학교 조지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조상희 문경대학교 조지연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조선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조진성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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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센터 조충현 동작소방서

조수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제주서귀포소

방서)
조충현 강남성심병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조수희 세브란스병원 조한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전주비전대학)

조숙희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한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조순영 동국의대 경주병원 조향순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시온 전북대학교병원 조향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조현준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센터)
진수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의학과

조현진 전남대학교병원 진윤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조현진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진은희 진주보건대학

조현태 BLS 교육지원팀(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진주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조현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진중길 삼성서울병원

조혜영 대원대학교 진현수 가톨릭의대 START 센터

조혜영 서울대학교병원 진현정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광양보건대학)

조회경 대전대학교(대전한국병원 간호부) 차경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조효은 경북대학교병원(대구보건대학) 차경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조희정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과학기술대학교) 차보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주가을
가톨릭의대 START 센터(가톨릭대학교 간호 

대학)
차유라 동아대학교의료원

주명돈 대구가톨릭의료원 응급의학과 차정연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주미선 건양대학교병원(건양대학교) 차정화 성애병원 응급실

주순여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차태옥 동아대학교의료원 장기이식센터 간호부

주영민 삼성서울병원 차향덕 포항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주영선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차현규 경북전문대학교 FAM 센터

주은아
가톨릭의대 START 센터(서울성모병원 응급 

센터)
채가영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주은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채경숙 중앙대학교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센터

주정미
김해대학교 BLS교육센터(김해대학교 응급구

조과)
채명정 광주여자대학교

주종만 경기도소방학교(경기도 부천소방서) 채민정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교육센터



209

대한심폐소생협회
백서

2016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주현정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센터 채   진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지성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채한교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

지영주 부산대학교병원 BCMS(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채호윤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지은주 동양대학교 BLS센터 천경하 공주대학교

지현경 백석대학교 천누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지혜림 부산대학교병원 BCMS 천세헌 조선대학교병원

지홍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천수민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진민정 갑을장유병원 천수영 삼성서울병원

진상찬 김천제일병원 천유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진세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천의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수원여자대학교)

천지선 원주기독병원 최보람 우송대학교

천혜선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최석주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구과학대학교)

최경아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외과계중환자실 최선미 전남대학교병원

최경애 경북전문대학교 FAM센터 최선주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

최경진
BLS 교육지원팀(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심혈관

계중환자실)
최성관 서울대학교병원

최경화 경북과학대학교 최성근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최규일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성남 한국수상레져안전협회(두원공과대학교)

최규철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 최성수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금봉 조선간호대학 최세진 경기도소방학교

최길순 동강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최소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남곤 충북보건과학대학교(전라남도 화순소방서) 최송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

최대영 국군수도병원 최수영
경북대학교병원(영남대의료원 심장혈관중환

자실)

최대종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최수원 경상북도 경산소방서(경산1대학교 간호학과)

최대해 동국의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최순희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최동숙 경북과학대학교 최승도
순천향대학교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최동진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최아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최동희 강릉영동대학 최애선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최마이클승필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최연옥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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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영순 강릉영동대학 간호학과

최명화 동국의대 경주병원 최영진 부산대학교병원 BCMS(영남대학교 보건학과)

최미란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최영진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최미리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최영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계명문화대학교)

최미숙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최옥희 경주소방서

최미애
가천의대 길병원(인천국제공항 소방대 구   

급대)
최   온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심폐소생교육센터

최미영 강릉아산병원 최온유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대구세

강병원 야간진료실)

최미향 부산대학교병원 BCMS(부산대학교) 최용희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

최민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가톨

릭대학교 간호대학)
최우익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의학과

최민진 서울대학교병원 최욱진 울산대학교병원

최민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욱진 서정대학교

최병환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최원희 BLS 교육지원팀(거제대학)

최유경 성애병원 응급센터 최인영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응급실

최유리 동아대학교의료원 최인주 동국의대 경주병원

최유정 세브란스병원 최일국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천안충무병원 응급의  

학과)

최유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최장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최유진 경북보건대학교 최재영 동아대학교의료원

최윤영 대한항공 항공보건팀 최재웅 국군의무학교

최윤정 충남대학교병원(청주성모병원) 최   정 국군의무학교(국군의학연구소)

최윤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최정란 서울아산병원

최윤진 서울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최정우 갑을장유병원

최윤하 서영대학교 최정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최윤화 해군 해양의료원 최정인 BLS 교육지원팀(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최윤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최정화 동국의대 경주병원

최은경 서울아산병원 최정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최은녀 강동대학교 최종배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강남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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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경희의료원 

인공신장실)
최주영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최은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최주이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향설의학시뮬레이션 

천안센터

최은숙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전공 최주현
BLS 교육지원팀(아시아나항공㈜ 부속의원(의

료팀)

최은아 삼성서울병원 최준경
백석문화대학교(백석대학교 간호/응급구조학

과조교)

최은영 조선간호대학 최준원 조선대학교병원

최은영 삼성서울병원 최지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감염관리실

최은영 경동대학교 최지연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은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최진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CS.교육팀

최은주 순천청암대학교 최진아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중앙U 

병원)

최은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계 중환자실 최진호 동명대학교(한국해양수산연수원)

최은희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최필조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최은희 부산대학교병원 BCMS 최한교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최은희 동국의대 경주병원 최한성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최익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최한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최인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최향옥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

최인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최혁중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최현영 강원대학교병원 하재현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최현임 성애병원 하진근 강남성심병원

최현주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센터 한경민 서울대병원 심폐기계중환자실

최혜경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응급구조과 한경아 경동대학교

최혜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미즈메디병원) 한다은 순천향대학교병원

최호석 대전대학교 한대진 경운대학교 KUST Center(포항북부소방서)

최호성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한명화 목포과학대학교

최화영 가톨릭 상지대학교 한미라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최효정 부산대학교병원 BCMS 한미숙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최효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한미희 강릉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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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진 동국의대 경주병원(선린대학교 간호학과) 한미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최효진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센터 한민섭 강남성심병원(동탄성심병원)

최희경 삼성서울병원 한상국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최희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외과중환자실 한상균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최희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응급센터 한상이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최희정 가야대학교 한상헌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문경제일병

원 응급실)

추지윤 인하대학교의료원 심혈관계중환자실 한석윤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탁수정 대전대학교(천안 충무병원 응급실) 한선희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한설빈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

피혜영 대원대학교 한송이 백석대학교

하나영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한수진 선린대학교(포항남부소방서)

하미옥 기독간호대학교 한숙원 백석문화대학교

하민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승연 충남대학교병원

하수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한승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하수정 경주대학교 한승은 선문대학교 응급구조과

하수진 동아대학교의료원 중환자실 한승태 전주기전대학교(전북소방본부)

하영선 경운대학교 KUST Center 한승희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하은호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재난안전교육  

센터
한양수 가톨릭의대 START 센터(성바오로병원)

하은효 해군포항병원 한연옥 동국의대 경주병원(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하자현 청암대학교 한영길 전남대학교병원(광주소방안전본부)

한영미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현광록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한영인 가야대학교 응급시뮬레이션센터 현미영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인천응급의료정보

센터)

한운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수술실 현배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한인득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현옥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한정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현진숙 국군수도병원(국군벽제병원)

한지숙 동남보건대학교(삼성영상의학과 내과) 홍경숙 제주대학교병원

한지형 남서울대학교(수원과학대학) 홍경숙 경북과학대학교

한   철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홍덕선 대원대학교(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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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희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홍석환 경동대학교

한홍준 동국의대 경주병원 홍선연 경북대학교병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한희정 대한항공 항공보건팀 홍선영
경운대학교 KUST Center(대구과학대학교 간

호학과)

함명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서산의료원) 홍선정 창원 파티마병원

함순예 백석대학교 홍성기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함영림 대원대학교 홍성엽
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대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허경욱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간호부 홍성희 강남세브란스병원

허경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한국산업안전공

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홍세화 한일장신대학교

허길연 삼성서울병원 홍수미 BLS 교육지원팀(부산과학기술대학교)

허미현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홍순복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허방글 전남대학교병원(현대병원) 홍승아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

허선 전남과학대학교 홍승희 영진전문대학

허선미 인하대학교 의료원 홍승희 강북삼성병원

허예지 울산대학교병원 홍애리 울산대학교병원

허은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 홍연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한국예술종합학교 건

강진료소)

허은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응급센터 홍윤정 포항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허   정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홍인경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허정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홍인화 경북과학대학교

허제은
BLS 교육지원팀(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

이션센터)
홍주영 광양보건대학

허지은 아주대학교병원 홍준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허진강 한림성심대학 홍지실 대전보건대학교

허향숙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홍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호원대학교 

간호학과)

홍지혜 동아인재대학(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황은영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홍창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황은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간호부

홍창숙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황정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경기도의료원 포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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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황정현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홍현화 경남대학교 황종우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홍희정 마산대학교 응급교육센터 황지영 원주기독병원

황경옥 안동과학대학교 황지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삼성전

자(주)수원사업장)

황광순 대구가톨릭의료원(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황진희 중앙보훈병원 응급의료센터

황규영 공군항공우주의료원 황진희 경남도립거창대학

황규희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황현정 공군항공우주의료원

황남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황혜민 백석문화대학교(부천대학교 간호과)

황보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희정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간호부

황보주 국군의무학교 SAVE센터 황수현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황선숙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응급센터 황순기 충북대병원(청주의료원)

황성호 백석대학교 황순중 충북보건과학대학교(해양경찰학교)

황성훈 경기도소방학교(평택소방서) 황승연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황신우 대구보건대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 황옥남 강릉영동대학

황영림 포항성모병원 황   용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황영미 아시아나항공㈜ 부속의원(의료팀) 황운택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황영주 갑을장유병원 황윤영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황영희 여주대학교 황은숙 우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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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HA ACLS Instructor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강경원 제주한라대학교(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강구현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강기노 마산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 강문주 삼성창원병원 응급의학과

강선주 제주한라대학교 강수진 삼성서울병원

강영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강인구 건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강형구 한양대학교병원 고봉연 동남보건대학

고윤이 세브란스병원(연세의대 시뮬레이션센터) 고재욱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고종현 충청대학교 곽명관 서울아산병원

곽은주 대원대학 구윤정 경운대학교 KUST Center

구재은 안양샘병원 응급의학과 국승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국정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권말숙 대구과학대학교

권상민 경운대학교 KUST Center(영남이공대학) 권영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학교 

병원)

권은옥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암간호과) 권인호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권준명 세종병원 권혜지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권희경 서울대학병원 내과계중환자실 김강님 강동성심병원

김건남 호원대학교(전남대학교병원) 김경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학교 

병원)

김난희 강북삼성병원 김대우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동섭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동옥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미숙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춘해보건대

학 응급구조과)
김미영 서울아산병원 의학교육센터

김민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학교    

병원)
김민정 건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김민주 세브란스병원 김민찬 안동병원 응급구조팀

김병용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춘해보건대

학 응급구조과)
김보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김상철 한국교통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김선화 대구과학대학

김성숙 서울아산병원 김성은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심장내과

김성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성해 강남성심병원(전 중앙대 적십자 간호대)

김성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성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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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세브란스병원(연세의대 시뮬레이션센터) 김수연 서울아산병원(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수일 호원대학교(선린대학교) 김수현 서울아산병원

김순심 선린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승환 세브란스병원

김아정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김애진 충남대학교병원

김영옥 강북삼성병원 김영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김용인 부산대학교병원 BCMS 김용환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우정 제주대학교병원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원희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유호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김윤정 경북대학교병원 김윤정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

김윤지 국군의무학교 김은희 경운대학교 KUST Center(수성대학교)

김종호 호원대학교 김준수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지연 삼성서울병원 김지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동국대

학교 일산병원)

김지훈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부천성모병원 응급

의학과)
김진회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선문대학교 응급구조

학과)

김찬웅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김태민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김현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김현정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김현진 명지병원 심장내과

김현진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김형빈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효식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김효준 국군의무학교 김효진 세브란스병원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센터

김희정B 서울아산병원 김희정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남서울대학교)

나상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학교    

병원)
나선경 삼성서울병원

나지웅 국군군의학교 시뮬레이션센터(강북삼성병원) 노상균 선문대학교 응급구조과

노정호 삼성서울병원(을지의과대학교 을지대학병원) 노태호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가톨릭의대 성바

오로병원 순환기내과)

류지호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류현식 국군의무학교

모문희 영남이공대학교 민문기 부산대학교병원 BCMS

박다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박맹열
부산대학교병원 BCMS(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

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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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인하대병원 박미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박상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교실 박상욱 호원대학교(전남대학교병원)

박성욱 부산대학교병원 BCMS 박성희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서울성모병원 인

사팀 교육Unit)

박순창 부산대병원 BCMS 박승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박신율 경북대학교병원 박유진 춘해보건대학교

박재희
춘해보건대학 임상시뮬레이션센터(계명대동산병

원 응급실)
박정수 한국교통대학교(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준범 한양대학교병원 박진선 아주대학병원 순환기내과

박진홍 충청대학교 박현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현웅 건양대병원 내과 박효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배병관 부산대학교병원 BCMS 배수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배영주 대구과학대학교 배은경 국군의무학교

배진건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변규리
동국의대 경주병원(대한안전연합 대구경북중앙

본부)

변혜선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서경희 대전보건대학교

서광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영우 국군의무학교

서일환 춘해보건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서하얀 충남대학교병원

서혜진 제주한라대학 설승환 17전투비행단

소병학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성빈센트병원 응급

의학과)
손유동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손인아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송봉재 메리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송소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대구보건대학교) 송예헌 대전보건대학교

송진우 청주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신상열 호원대학교

신소연 호원대학교(아시아나항공) 신수정 경북대학교병원

신승화 안동과학대학교 신종환 서울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신태건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신현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심규식 나사렛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심민섭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안미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중앙대학교병원) 안선희 한양대학교병원

안재윤 경북대학교병원 안지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양미숙 한양대학교병원 양훈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턱교정 수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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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춘 대전대학교 염석란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오영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오자영 수원여자대학교 오재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오제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옥택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강남성심병원 응급의

학과)

왕일재 부산대학교병원 BCMS 우인정 삼성서울병원

유순규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유   승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승목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유연호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은경 대구과대학대학교(가톨릭 상지대학교) 윤병길 충남대학교병원

윤서정 선문대학교 응급교육센터 윤슬기 청주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윤애린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윤종근 동강대학

윤형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윤희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학교병

원 성인응급실)

이경우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응급의학교실 이경희 대구과학대학교(선린대학교)

이귀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대섭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이동훈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이명렬 강남성심병원

이명현 건국대학교병원 이미진 경북대학교병원

이병국 동강대학교(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상훈 국군의무학교

이성화 대구보건대학교(부산대학교병원 BCMS) 이세종 국군의무학교

이슬기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승희 삼성서울병원

이영아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이영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이원석 건양대병원(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원웅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은경 중앙대학교병원(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이은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학교 

병원)

이은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이재광 건양대병원

이재호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정우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정은 동남보건대학 이정화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과

이정훈 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정훈 삼성서울병원

이지현 경운대학교 KUST Center 이태림 삼성서울병원

이혜지
부산대학교병원 BCMS(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  

학과)
임재희 제주한라대학교(경희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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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장군자 대구과학대학교(대구대학교)

장문순 선린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장성원 가톨릭대학교 성바로오병원

장용수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장은화 건양대병원

전소연 대전보건대학교 전영미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정경순 대구과학대학교(김천과학대학) 정경운 동강대학교(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정선영 대구가톨릭의료원 정시경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대전성모병원 응

급의학과)

정원준 건양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은경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재봉 대구과학대학교(동강병원) 정지연 호원대학교

정진우 부산대병원 BCMS 정태녕 세브란스 병원(분당차병원)

정현숙 대전대학교 정회환 국군의무학교

제상모 한양대학교병원 조규종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수희 세브란스병원 조영모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석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신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교실

조은희 서울아산병원 조충현 강남성심병원(강동성심병원)

조혜영 대원대학교 주승재 제주대학교병원 내과

주은아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서울성모병원 응급

센터)
지성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차경철 원주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최기준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최길순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최대종 삼성서울병원(오산한국병원 응급의학과)

최대해 동국의대 경주병원 최병호
부산대학교병원 BCMS(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

학과)

최성관 서울대학교병원 최성수 호원대학교(전남대학교병원)

최용희 강북삼성병원 최욱진
춘해보건대학 임상시뮬레이션센터(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최욱진 전남대학교병원 최은희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최재영 동아대학교의료원 최정란 서울아산병원

최정우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지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서울대학교병

원 외과)

최현영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추대혁 국군의무학교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충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피혜영 대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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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욱 서울아산병원 하은호 중앙대학교병원(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한상국 강북삼성병원 한효정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허성호
가톨릭대학교 START Center(대전성모병원 순환

기내과)
현진숙 선린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홍선연 경운대학교 KUST Center 홍선영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홍준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황승연 삼성서울병원

황신우 경운대학교 KUST Center(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황   용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4) KACPR KALS Instructor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강남규 제20전투비행단 강보라 아주대학교병원

강서정 삼성서울병원 강주연 삼성서울병원

강태신 경상대학교병원 고윤이 세브란스병원

고정희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공태욱 아주대학교병원

구미나 항공우주의료원 국정란 서울아산병원

권보경 삼성서울병원 권자연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기은정 아주대학교병원 김경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센터

김대희 아주대학교병원 김동섭 동국의대 경주병원

김미림 15혼비 항의대대 김미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미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김미진 삼성서울병원

김보라 서울대학교병원 김봉직 항공우주의료원

김선원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김선진 삼성서울병원

김성욱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김수미 세브란스병원

김수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김수현 원주기독병원

김수현 원주기독병원 김승주 목포중앙병원

김아영 세브란스병원 김영진 항공우주의료원

김오현 강릉의료원 김옥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용원 원주기독병원 김우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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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세브란스병원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원영 목포중앙병원 김유경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김유진 삼성서울병원 김윤아 삼성서울병원

김은정 조선대학교병원 김인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인정 삼성서울병원 김정수 항공우주의료원

김정숙 서울대학교병원 김정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김주리 서울대학교병원 김주희 목포중앙병원

김지박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김지현 서울대학교병원

김지현 인하대학교 의료원 김지호 항공우주의료원

김지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김지희 세브란스병원

김태훈 서울대학교부속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김하나 삼성서울병원

김해민 삼성서울병원 김현선 서울대학교병원

김현종 강남세브란스병원 김혜리 삼성서울병원

나하나 삼성서울병원 나   현 아주대학교병원

남수민 아주대학교병원 남은영 삼성서울병원

노명선 삼성서울병원 노미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노태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문성모 해양경찰학교

문은주 삼성서울병원 문지숙 삼성서울병원

문홍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민성기 해양경찰학교

민영기 아주대학교병원 박경아 조선대학교병원

박관식 아주대학교병원 박맹열 부산대학교병원 BCMS 응급의학과

박미영 경상대학교병원 박병남 아주대병원

박보라 삼성서울병원 박상오 건국대학교병원

박선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박성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열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박영미 삼성서울병원

박은미 서울대학교병원 박인휘 아주대학교병원

박정렬 성바오로병원 박정옥 아주대학교병원

박종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박준범 한양대학교병원

박창제 시립보라매병원 박치호 항공우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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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방미니 삼성서울병원

배성진 공군 제2방공포병여단 배재익 아주대학교병원

백지윤 원주기독병원 변규리 동국의대 경주병원

서경희 대전보건대학교 서미숙 아주대학교병원

서미희 서울대학교병원 서우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설은화 삼성서울병원 소병학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소윤희 조선대학교병원 소지은 아주대학교병원

손미나 삼성서울병원 손유화 삼성서울병원

손정화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송경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송승일 아주대학교병원 송은선 서울대학교병원

신보름 항공우주의료원 신유섭 아주대학교병원

신지애 삼성서울병원 신태용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신현정 삼성서울병원 신형진 원주기독병원

심미소 항공우주의료원 심민섭 삼성서울병원

안은지 삼성서울병원 안정환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양윤희 삼성서울병원 양진아 삼성서울병원

양진홍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양혁준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양형모 아주대학교병원 어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오경선 삼성서울병원 오상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오영민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오유미 분당서울대병원

오은경 아주대학교병원 우선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우성일 인하대학교의료원 위정희 가톨릭중앙의료원

유소영 삼성서울병원 유양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윤덕형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윤영경 삼성서울병원

윤오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은우기 삼성서울병원

이경희 삼성서울병원 이귀자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다영 아주대학교병원 이명아 삼성서울병원

이명현 건국대학교병원 이미진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민아 삼성서울병원 이상진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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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아주대학교병원 이성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이소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순희 경민대학교

이승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승희 삼성서울병원

이연희 목포중앙병원 이운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윤나 경상대학교병원 이은경 삼성서울병원

이은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교육센터 이의중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아주대학교병원 이정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정주 아주대학교병원 이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중의 분당서울대병원 이진수 아주대학교병원

이태림 삼성서울병원 이현주 삼성서울병원

임백기 삼성서울병원 임성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임승관 아주대학교병원 임승욱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임윤미 삼성서울병원 임지영 아주대학교병원

임홍석 아주대학교병원 장경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장경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장문순 충북대학교병원

장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우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정경원 아주대학교병원 정다연 삼성서울병원

정명애 서울대학교병원 정민진 삼성서울병원

정보라 항공우주의료원 정성근 삼성서울병원

정연정 경상대학교병원 정영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우진 원주기독병원 정원제 삼성서울병원

정진우 부산대학교병원 BCMS 정해인 연세병원

정현주 아주대학교병원 정희영 조선대학교병원

제숙경 삼성서울병원 조경숙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조민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조석희 인하대학교 의료원

조수영 삼성서울병원 조영덕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조웅룡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조윤경 서울대학교병원

조주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조   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조한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조혜정 아주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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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START center 주정미 김해대학교 응급구조과

진수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차경철 원주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차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천선희 서울아산병원

최대해 동국의대 경주병원 최미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상식 서울아산병원 최새별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최성수 전남대학교병원 최성혁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최영미 삼성서울병원 최원호 항공우주의료원

최윤구 공군 군의관 최은영 조선간호대학교

최철웅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최향옥 원주기독병원

최혁중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추미경 원주기독병원

한갑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미라 목포가톨릭대학교

한철수 아주대학교병원 함정화 아주대학교병원

홍승아 원주기독병원 홍종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황성호 의성군 보건소 황재철 아주대학교병원

설은화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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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이름 소속기관(실근무처)

김남균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김도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미진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성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연 강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김   승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김승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정윤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종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김지숙 성애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태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현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마취과

김형민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문주령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박성희 서울성모병원 심폐소생술 교육실

박용희 중앙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일성 신도시이진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준동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서광석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서동인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송미경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안지윤 한림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오윤희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오주석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윤종서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종승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숙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이진희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현정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장원경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장혜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정수인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희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조수희 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동

조영석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중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재연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한지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허   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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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의 표준 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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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심폐소생협회 정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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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폐소생술의 교육 및 보급을 위한 교육자재, 홍보물 등의 발행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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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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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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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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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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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하여 정관변

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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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 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
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 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말에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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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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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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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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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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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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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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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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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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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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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이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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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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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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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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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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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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③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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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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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받은 자

특별회원

1)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사업체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명예회원

1)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심폐소생술의 연구, 교육, 보급에 우수한 공로가 인정 된 자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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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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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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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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4일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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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동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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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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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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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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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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보칙

제4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된 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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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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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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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