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메모: COVID-19 유행 중 선택적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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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강사는 CDC 권장 사항에 따라 마네킹을 사용한 실습 및 평가가
끝날 때마다 알코올성 용액을 사용하여 마네킹을 세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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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구조자 술기를 연습할 때는 백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참가자는 CDC 권장 사항에 따라 실습 사이에 장갑을 끼고
알코올성 용액을 사용하여 백마스크를 세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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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