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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저희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보건복지부 등록 교육기관으로써
전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능력 배양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이사장 노 신 규
안녕하십니까?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이사장 노신규입니다.

▲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서

▲ 보건복지부 교육기관 등록증

▲ 국제 EFR 교육기관 인증서

▲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신고증

심정지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돌연사가 년 간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응급상
황에 적절한 처치는 환자의 생명과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일반 사회 이익에 기여하고 국민 누구나 응급처치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문의료진 이전에 최초발견자의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최
초 대응자의 선의에 의한 노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야 나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 모두가 응급처치심폐소생술을 배우
고 술기를 연마 할 수 있도록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우일신 노력 하겠습니다.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이사장 노신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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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문의 1599-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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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30만명의 교육수료자 배출! 270여명의 전문강사 양성!
전국 관공서, 대학교, 기업체 등 교육을 진행 중인 대표 교육원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설립

2014년 03월 25일

교육통합관리시스템 (LTMS) 구축 완료

2014년 06월 10일

전국단위 강의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어플리케이션 ‘강사통’ 런칭 )

2015년 03월 02일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우건설 등 10여 개 건설회사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위탁교육

2015년 06월 01일

국세청 본청 및 전국세무관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위탁교육

2015년 09월 25일

대한심폐소생협회 주관 2016년 CPR Guidance 주제 (토론발표)

2015년 11월 05일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교육기관 인증(Certificate of CPR Training Site)

2015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주관 [CPR 교육기관 요건] (토론발표)

2015년 12월 16일

평생교육시설 한국인재양성평생교육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협약(서울남부교육지원청)

2016년 01월 15일

국립교통대학교 교직원 ‘구조구급안전관리사’ 과정 연수주관 교육기관 선정

2016년 02월 26일

한국응급처치교육원(K-EFR) 대한민국 EFR (Emergency First Response ) 공식 교육기관 지정

2016년 03월 14일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예비교원검정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공식 교육기관 지정

2016년 04월 01일

교원자격검정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관리 시스템 [ Tcpr ] 구축

2016년 07월 12일

한국응급처치교육센터, 경북 영주시 공무원 대상 [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양성과정 ] 주관

2016년 12월 20일

한국응급처치교육센터 법인 전환,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주식회사

2017년 01월 07일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주식회사 사옥이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8. 5층 한국응급처치교육원)

2017년 02월 15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공식 등록

2017년 04월 27일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식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2017년 05월 20일

KBS 드라마, 다큐멘터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의료자문

2017년 09월 01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급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18년 01월 27일

전국 강사 컨퍼런스 개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ET-I 참석)

2018년 02월 28일

중부대학교 신입생(1,800명)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2019년 04월 15일

삼성물산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강사과정(ET-I) 연수

2019년 07월 08일

생방송 MBN 생생정보마당 심폐소생술 방영

2019년 09월 21일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ET-P(전문가양성과정) 교육

2019년 12월 09일

서울특별시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원 등록

2019년 12월 11일

자유아시아방송, 아시아경제TV 심폐소생술 방영

2019년 12월 27일

파주시청 공직자 대상 ET-I(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사과정) 수료식

2020년 01월 30일

골프존카운티 직원 및 선수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2020년 04월 01일

2020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자 선정

2020년 08월 20일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신규 실무자 대상 응급처치교육

2020년 11월 13일

KBS 정관용의 “지금, 이사람” 생활 속 응급처치 요령 방송

2020년 11월 16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 및 학생 대상 안전대응관리사 1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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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심폐소생술

문의 1599-6799

심폐소생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교양입니다.
직원과 고객을 위한 최우선의 서비스는 바로 안전입니다.

기도폐쇄

(인공호흡)

심장충격기

근골격계 손상

재난

산업안전

화상

열상

동상

저체온증

출혈(쇼크)

교수법/교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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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문의 1599-679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은 관공서, 기업체 등에 최적화된 자격과정으로써
심폐소생술은 물론 일반적 응급처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목표로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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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심정지 돌연사 발생 현황

국내 심정지 사망자 현황

국민안전처 및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 2016호

직장, 가정, 학교, 식당, 숙박, 골프장 등 스포츠 시설

응급처치교육 절실

2019. 11. 26. 소방청 보도자료

문의 1599-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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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전사고

문의 1599-6799

식당, 호텔, 극장, 체육시설 등 년간 안전사고 27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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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교육이란?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의 인증교육이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기관이나 사업장에
[교육 이수증, 인증 마크, 인증 스티커, 인증 명찰, 인증 현
수막, 인증패, 인증 배너] 등을 제작 설치 함으로써 이용
고객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능력을 익히는

것은 물론 고객의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확보하는 특별
인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1599-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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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급 및 예시

인증 교육의 등급은 A등급, AA등급, AAA등급 총 3단계로 분류되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 완료 시 기관(기업)에 기재할 수 있는 액자와 스티커형 인증품을 수여합니다.

A 등급
전 임직원이 심폐소생술 (흉부압박, 인
공호흡, AED처치법) 교육 이수 시 등급

AA 등급

AAA 등급

전 임직원이 심폐소생술 (흉부압박, 인공호
흡, AED처치법 , 하임리히법) 교육 이수 시
등급

전 임직원이 심폐소생술 (흉부압박, 인
공호흡, AED처치법 , 하임리히법 ) + 응
급처치법 교육 이수 시 등급

인증 예시

▲ 벽걸이 액자

▲ 스티커형

크기:A3(410x530m)

문의 1599-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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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ite
Mail
Tel
Fax

www.ket.or.kr
help@ket.or.kr
1599-6799
070)7438-9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