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업데이트 날짜: 2020 년 7 월 1 일 
참고: 본 AHA 교육 메모는 COVID-19 유행 중 선택적 지침 변경에 관한 교육 
메모(2020 년 4 월 30 일)를 대체합니다. 
 
업데이트에는 인공호흡 실습에 대한 수정 사항 및 교육 중 이러한 추가 주의 
사항을 따르는 일정에 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목적 AHA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중 COVID-19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COVID-19 관련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 미국심장협회 교육 
센터(TC)와 강사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있는 
TC 뿐만 아니라 국제 TC 에도 적용됩니다. 

  
배경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심폐소생술 교육 중 잠재적 노출에 대한 질문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AHA 는 모든 AHA TC 및 강사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 
웹사이트에 요약된 기존 권장 사항을 준수하고 미국의 경우 
질병예방통제센터(CDC) 권장 사항을 참조하며, 가장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COVID-19 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공중 
보건 당국의 의견 및 제안을 참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AHA 의 주된 관심사는 
AHA 교육 네트워크와 교육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COVID-19 의 모든 최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OVID-19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장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일반 정보 AHA TC 는 COVID-19 와 관련된 해당 지방 정부 또는 공중 보건 당국의 지침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지방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라 TC 의 지도부는 
교육 행사를 계획하기 전에 재량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질병 전염의 위험을 
평가하고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거나 질병 전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과정 관리 
방식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합니다.  
 

- 폐쇄 및 단체 모임에 대해서는 국가 공중 보건 당국 및 지방 당국의 
제안을 따르십시오. 

- 특히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해외 여행 및 건강에 관한 WHO 업데이트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 심폐소생술 교육 중 장비 오염 제거에 대한 AHA 권장 사항을 따르고,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따르십시오.  

o 모든 참가자는 교육과정 전후와 간식 또는 식사 시간 전후에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위생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교육 메모: COVID-19 유행 중 선택적 지침 변경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o 강사는 CDC 권장 사항에 따라 마네킹을 사용한 실습 및 평가가 
끝날 때마다 알코올성 용액을 사용하여 마네킹을 세척해야 
합니다. 

o 입-입 또는 입에서 마스크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AHA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시뮬레이션 인공호흡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수동으로 기도를 개방하면서 
마네킹의 입과 코 위에 마스크 또는 기타 보호기구를 씌우는 
동작을 시연하고 보호기구나 마네킹에 입을 접촉하지 않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o 2인 구조자 술기를 연습할 때는 백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참가자는 CDC 권장 사항에 따라 실습 사이에 장갑을 끼고 
알코올성 용액을 사용하여 백마스크를 세척해야 합니다. 

o 가능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WHO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중에 마네킹을 1미터(3피트) 이상 서로 떨어지도록 
배치합니다. 

 
이러한 추가 예방 조치는 AHA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 이메일과 COVID-19 심폐소생술 및 소생술 자료 웹페이지의 알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AHA 교육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
https://cpr.heart.org/en/resources/coronavirus-covid19-resources-for-cpr-training/oxygenation-and-ventilation-of-covid-19-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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