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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 서울대학교 교원양성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
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나, 보건진료소에서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상반기 교육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 부득이 교원양성지원센터 주관으로 대한심폐
소생협회 인정기관과 연계하여 단체실습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1) 2021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2) (학부) 6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3) (대학원) 2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4) 2020-2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실습에 참여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나. 실습일정: 2021.04.06.(화) ~ 04.08(목) (오전 9시-12시 / 오후 2시-5시) 총 6회
다. 실습정원: 회당 30인 이하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 2021.03.25.(목) 오후 5시까지
- 신청사이트: https://forms.gle/w9dnBZigK95PMCq6Ahtps:/doc.glemfr1FAIQLSDHX837_MBJV4UPZTEWb-0hviw
마. 실습신청 인원이 저조한 경우 교육일정 및 횟수가 조정될 수 있음
3.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가 기본원칙(두 학기 연속 불가)이므로 교육이수 충족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누락되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
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 2022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예외)
4. 아울러,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내
하여 주시고, 학과에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학생들
에게 숙지시킨후 확인서를 받아 학과에서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가.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나.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붙임 1. 202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계획 1부.
2. 확인서(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1부.

3. 실습대상자 각 1부(비번:20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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