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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지역 사회  
대비 부서

CERT  자원봉사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지역 사회 응급 대비 팀(CERT)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습과 현실적인 

훈련을 통해 CERT 자원봉사자들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인재 및 자연 재해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기본 재난 대응을 조직합니다.

• 각 지역 사회 내에서 재난에 대비되어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1986

600,000
년 이후,  

명 이상의명 이상의   

사람들이사람들이  CERT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CERT의 수 1-25 26-50 51-100 101-200 201-350 
특수특수 CERT   
프로그램:프로그램: 

  

• 캠퍼스 CERT

• 청소년 CERT

• 직장 내 CERT

멤버들은 다음 내용을 배웁니다:멤버들은 다음 내용을 배웁니다: 

• 가벼운 수색 및 구조 활동 • 재난 상황에서의 리더십

• 재난 의료 활동 • 교통 및 군중 관리

• 화재 안전 및 공익  

사업 통제

CERT 및 국가 자격 시스템및 국가 자격 시스템 

국가 자격 시스템(NQS,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는 

대응 담당자의 최소 자격 기준 항목을 서술한 문서 모음입니다. 

대응 담당자는 거주 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한 사건을 처리할 때 

업무를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FEMA는 

세 가지의 주요 CERT  직책에 대하여 일의 직위/직책 자격 요건 및 직책에 대한 직무 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ERT  자원봉사자,  

CERT 부서 책임자, 및 CERT팀 리더. 이 문서들은 국내 대응 프레임워크에CERT를 접목합니다. CERT가 NQS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국내 재난 관리 시스템(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문서는  

출판된 후에는 자료 타이핑 라이브러리 툴인 https://rtlt.preptoolkit.fema.gov/Public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반에 걸쳐 지역마다 2,800명 이상의

CERT가 있습니다. CERT 자원봉사자들은  

재난이 닥치기 전에 지역 사회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CERT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역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 CERT  
프로그램 매니저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행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교육 및 도구

행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CERT는 전문 대응 담당자가 재난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미국 전반에 걸친 일관적인 자원봉사자 교육과 조직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대응 담당자가 더 복잡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및 도구 
온라인과 대면 강의, 그리고 기타 지역의 교육 활동을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CERT 자원봉사자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합니다. 

강의 일정강의 일정 

IS-317: : CERT에 대한 개요 (온라인):에 대한 개요 (온라인): 
CERT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CERT 기초 교육 과정: 기초 교육 과정: 
긴급 대응 담당자와 기타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에 의해 지역 사회에 전달되는 프로그램의 

기초  과정입니다. 

CERT 트레이너 교육: 트레이너 교육: 
경험이 풍부한 CERT 리더가 새로운 CERT   
트레이너에게 팀을 교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프로그램 매니저:프로그램 매니저: 
새로운 CERT 리더는 각 지역의 CERT를 어떻게 시작하고 

발달시키고 유지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추가 자료추가 자료 

특정 위험별 교육특정 위험별 교육 
추가적인 교육 과정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더 심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 교육 과정특별 교육 과정 
CERT 자원봉사자는 응급 상황 시의 대화 

방법과 동물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고급 

주제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탄탄한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포괄적 교육 포괄적 교육 

장애가 있거나 다른 기능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CERT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 기반 교육지역 사회 기반 교육 
다양한 CERT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관리 

도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ready.gov/CERT를 방문하세요. 

2021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https://ready.gov/C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