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S(Basic Life Support) HCP Instructor Course 

과정 이름 BLS(Basic Life Support) HCP Instructor Course 

교육생 대상 

(신청자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4 개 직종 면허 또는 자격보유자로 협회에서 인증하는 

AHA BLS Provider 과정(필기점수 23 점 이상)과 BLS Instructor Essentials 과정 

Certifiacte 취득자  

1. 간호사 2. 간호조무사 3. 물리치료사 4. 방사선사 

5.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6. 안경사 7. 약사 

8. 언어재활사 

(1급,2급) 

9. 영양사 10. 요양보호사 11. 위생사 
12. 응급구조사 

(1급,2급) 

13. 의무기록사 14. 의사 15. 의지·보조기 기사 16. 임상병리사 

17. 작업치료사 18. 조산사 19. 치과기공사 20. 치과위생사 

21. 치과의사 22. 한약사 23. 한약조제자격 24. 한의사 
 

BLS Instructor가 

되는 과정 

 

 

 

 

 

 

 

 

 

 

 

 

 

 

 

 

 

 

 

 

 

 

1. AHA BLS Provider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발급 받습니다. 

 

2. BLS IE(Instructor Essential)과정을 수료합니다. 

BLS IE수료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제목: Instructor Essentials 과정 

개정 안내건)  또는 Instructor essentials 교육설명문 참고 

 

3. '기본심폐소생술 강사추천서 및 확인서' 를 다운 받습니다. 

강사추천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BLS-I 교육 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내  



3-1) ‘사전 참관 확인서’ 

BLS Provider 과정의 진행을 보조하면서 끝까지 참관 한 후 교육에 참여한 BLS 

Instructor 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 사전참관은 BLS Provider 과정이 열리는 모든 BLS TS 에서 가능하며, 참여하기 

전 반드시 BLS TS 측으로 참관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2) '강사 추천서' 

현 BLS Instructor 로부터 2 가지 술기평가를 받은 후 서명을 받습니다. 

(① 1 인,2 인 성인 CPR 및 AED 사용  ②영아 1 인 및 2 인 CPR) 

* 술기평가지 원본은 BLS Instructor 교육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3) '소속 예정 TS Director 확인서' 

강사자격 취득 후 본인의 교육횟수를 유지 할 수 있는, 소속 될 BLS Training Site

의 Director 에게 직접 서명을 받습니다. 

3-4) 준비된 기본소생술 강사추천서 및 확인서, BLS Provider Certification Card,추천 강사 

로부터 평가 받은 술기평가지(성인,영아)와 BLS Instructor Essential(IE) Certificate를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한글,워드,파워포인트, PDF등)로 저장합니다. 

 

4. BLS Instructor 교육 신청합니다. 

추가등록정보와 함께 저장한 파일을 “강사추천 및 카드사본신청 찾아보기”에 준비한 서

류를 첨부한 후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교육생 선정메일을 받고 BLS Instructor 과정을 이수합니다. 

 

6. BLS Monitor과정은 BLS Faculty가 소속되어 있는 BLS TS에서 이수합니다. 

Monitor과정은 Instructor과정을 합격 한 지 5 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5 개월이 지난 후에는 Instructor과정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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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시간 9시 30분 ~ 18시 (총 8.5 시간) 

프로그램 [첨부] 참조 

평 가 

1. 술기 평가 : 과정 시작 전 2가지 술기평가 

(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평가 영아 심폐소생술 술기 평가) 

2. 구술 평가 : 합격기준(2개 문항 모두 적절하게 답하거나 1개 적절, 1개 일부 적절) 

              탈락기준(모두 부적절, 1개 적절하나 1개 부적절, 2개 일부분 적절) 

3. 필기 평가 : BLS Instructor 필기시험(한글) - 18점 이상 합격 

* 필기평가, 술기평가, 구술평가(3가지) 모두 통과하여야 과정 합격. 



BLS Instructor 

Card(회비,강사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BLS Instructor Card(회비, 강사증) 발급비는 5만원(50,000원)입니다. 

 

*BLS Instructor 

Card 갱신 

유효기간(2년)안에 4회 이상 AHA BLS Provider 교육과정에 강사로 활동해야 BLS 

Instructor Card renewal(갱신)이 가능합니다. 

BLS Instructor Card 갱신 발급비는 3만원(3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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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BLS Instructor 자격은 소멸(Expire)됩니다. 

 

   

 

 

 

 

 

 

 

 

 

 

 

 

 

 

 

 

 

 

 

 

 

 

 



[첨부] BLS Instructor 프로그램 

 

K A C P R  B L S  H C P  I n s t r u c t o r  C o u r s e 
 

시  간 강 의 내 용 방 법 강 사 

09:00-09:30 등    록  

09:30-10:50 
BLS (성인+AED, 1인/2인 영아) Skill test/ 

구술 평가 
평가(80분) TCFs 

10:50-11:05 인사 및 강사 / 교육생 소개 소개(15분) Director 

11:05-11:55 심폐소생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 강의(50분) 강사 1 

11:55-12:05 휴    식   

12:05-12:20 대한심폐소생협회 소개 강의(15분) 강사 2 

12:20-12:50 BLS-P 교육과정설계 및 강사 매뉴얼 활용 강의(30분) 강사 3 

12:50-13:45 점    심 

13:45-14:05 나는 심폐소생술 강사다 강의(20분) 강사 4 

14:05-14:45 교육생 평가(술기&필기) 및 재교육 강의/비디오(40분) 강사 2 

14:45-14:55 역할실습 소개 소개(10분) Director 

14:55-15:45 
역할실습: 성인 술기평가(AED 포함)와  

평가연습 
실습/토론(50분) TCFs 

15:45-15:55 휴    식 

15:55-16:35 역할실습: 영아 술기평가와 기도폐쇄 연습 실습/토론(40분) TCFs 

16:35-16:50 모니터과정 준비 강의(15분) 강사 4 

16:50-17:10 필기 시험 – BLS Instructor (20분) TCFs 

17:10-18:00 총정리, 과정 종료 (50분) Dir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