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Korean Basic Life Support) Provider 과정 

 

과정 이름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Korean Basic Life Support) Provider 과정 

교육생 대상 ◎ 보건의료인(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직종 24 종) 및 학부생 

과정 준비물 

1.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 교재 

교재 또는 PDF 파일을 노트북, 태블릿 등에 저장하여 지참 

* 교재 구입: 군자출판사 홈페이지 

* PDF 파일: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www.kacpr.org)에서 다운로드(자료실>CPR 관련자료) 

 

 

 

 

 

 

 

 

 

 

 

총 시간 약 5 시간 

강사:교육생 강사 1 명당 최대 교육생 6 명 

마네킹:교육생 마네킹 1 대당 최대 교육생 3 명 

AED:교육생 AED 1 대당 최대 교육생 3 명 

프로그램 [첨부]참조 

평가 

◎ 필기평가: 한글로 된 20 문제에서 17 문제 이상이면 통과(오픈북 TEST) 

◎ 술기평가: 2 가지의 술기평가를 모두 합격하면 통과 

* 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평가/영아 심폐소생술 술기 평가 

* 필기평가와 2 가지의 술기평가를 모두 통과하여야 과정 합격. 

* 필기점수 18 점 이상부터 BLS Instructor 입과 가능(재시험 합격자는 강사지원 불가) 

수료증 

(회비) 

유효기간은 2 년입니다. 

수료증 발급비(회비)는 2 만원(20,000 원)입니다. 

  

http://www.kacpr.org/


 
[첨부]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KBLS) Provider 과정 프로그램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KBLS) Provider 과정 프로그램 

 

◆ 일시 : 0000 년 00 월 00 일(월)  08:00 ~ 13:00 

◆ 장소 : 대한심폐소생협회 

 

시간 분 내용 

8:00 - 8:10 10  한국형 기본소생술 과정 안내, 강사와 학생 소개 

8:10 - 8:20 10  Pretest 풀이 

8:20 - 8:30 10  병원밖 심정지 예시, 심폐소생술 소개 

  성인 심폐소생술 

8:30 - 9:20 50  성인 심폐소생술 

9:20 - 9:30 10  휴식 

9:30 - 9:45 15  인공호흡 장비 

9:45 - 10:15 30  자동제세동기 (AED) 

10:15 - 10:25 10  수동제세동기, Team CPR, 전문기도기 

10:25 - 10:35 10  휴식 

  소아와 영아 심폐소생술 

10:35 - 10:40 5  소아 심폐소생술 

10:40 - 10:55 15  영아 1 인 심폐소생술 

10:55 - 11:10 15  영아 2 인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11:10 - 11:15 5  성인과 영아 기도폐쇄 

11:15 - 11:20 5  기도폐쇄 실습 

  과정 정리 

11:20 - 11:30 10  생명의 사슬 (Chain of Survival) 

11:30 - 11:40 10  휴식 

11:40 - 12:20 40  실기 시험 - 성인 심폐소생술, 영아 심폐소생술 

12:20 - 12:50 30  필기 시험 

12:50 - 13:00 10  과정 정리와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