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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요원 교육훈련제도 고찰을 통한 국내 긴급전화
통신요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방안

김윤희

요약

현재 정부는 다기관에 흩어져 있는 긴급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
료되면 국민들은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다양한 신고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와 만을 사용하여
재난이나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통합된 시스템 하에 실제로 국민들
의 긴급전화를 직접 응대하고 걸려온 신고내용과 관련된 기관으로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긴급전화 통
신요원의 자질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미국 신고접수
체계와 긴급전화 통신요원의 교육훈련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의 긴급전
화 신고접수는 공공안전응답센터
를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통신요원은 신고접수요원 지령요원을 포함하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미국공공안전통
신자연합
에서 제안한 공공안전응답센터의
운영표준을 탄력적으로 따르되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안전응답센터에 근무하는 공공안전통신요원에 대한 자격증과 훈련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핵심어 긴급신고번호 미국 긴급신고번호 공공안전응답센터 공공안전응답센터 통신요원
신고전화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now works on integrating the various emergency phone numbers. After this
being completed, Korean citizen can report the emergencies to 119 for disasters and 112 for criminal
situa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le of the telecommunicators who work at the 119 or 112 call
center is gaining in importance. In this paper, the current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telecommunicators who work at the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PSAP) in the United States is being
researched. The PSAPs are responsible for taking the emergency calls from the general public and the
telecommunicators in the PSAP includes the call-takers and dispatchers. Since the large number of PS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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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operated by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focuses on describing the state level of the
training and education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ors in the PSAP. Although the PSAP operates
differently from state to state, they usually follow the operational standards from The Associations of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Officials (APCO).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telecommunicators’s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lso aims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for telecommunicators in the 119 and 112 emergency call centers in
Korea.
Keywords : Emergency Phone Number, USA 911 Emergency Number,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Telecommunicators in PSAP, 119 emergency phone number

서론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신고전화번호 통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난과 사고 관련 긴급신
고는 로 범죄는 로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으로 통합되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러
한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은 국민안전처와 총 억원 규모의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사업 계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복잡한
신고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와 만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통합된 시스템 하에 실제로 국민들의 긴급전화를 직접 응대하는 신고접수 요원과 현장으로
출동을 지시하는 지령요원들에 대한 자질과 역량이 더 중요해지리라 생각된다 국내에서 발표된
선행연구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다수 존재하나 나 에서 근
무하면서 직접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긴급전화번호 통신요원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둔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라는 단일번호로 긴급전화 신
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주마다 운영되고 있는 통신요원들의 교육훈련과
자격요건등을 비교해본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긴급번호인 와 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완료 후 대국민 신고와 접수 및 지령을 담당하는 요원들의 교육훈련제도와 기존 요원들의 보수교
육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긴급전화 신고체계와 통신요원 교육훈련제도

미국은

년
에서 긴급신고번호로 을 고안하였으며 알라바마주의
주의
에서 최초로 긴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년대 초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
에서 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였고 년
대 중반에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개선한
시스템 을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 년대에 이르러 최초로 복수의 관할 지역에 광범위하기 시행되었으며 년대 말 무선
통신과 공공안전법
의 제정과 공표를 통
해 미국 전역에 통합된 긴급신고 전화번호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위기
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방안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공안전응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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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를 통한

신고전화처리와 전달

둘째 비상시 경고시스템
셋째 라디오와 공공방송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뉴스
가 그것이다 현재 미국의 서비스는
재난대응서비스의 일부로서 에서 수신하여 내용에 따라서 경찰 소방 의료대응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 운영을 담당하
는 주관기관은 대부분 시와 카운티 정부이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대략적인 긴급전화
신고처리절차는 비슷하다 최초 신고를 접수하는 접수요원
은 전화를 받는 즉시 신고자
의 위치정보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며 접수요원은 사
건내용을 청취하여 경찰 소방 의료서비스 중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지령자
에게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접수요원이 취득한 정보는 모두 지령자의 시스템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령요원은 출동명령을 내리는 기관의 요원들과 협력하여 현장 근
무자들에게 지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최초 접수요원은 신고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지령자가 개입하여 자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지령요원은 신고자의 위치에 가장 근접한 지역
의 경찰 소방 의료 근무자의 위치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출동시키는 시스템이다
비록 미국의 공공안전응답센터 의 운영이 각 주마다 다르게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미국 공
공안전통신요원연합
이하
과
국가긴급번호연합
이하
에서 공동 개발한 공공
안전응답센터 운영표준 권고안을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는 년에 만들어진 세계에
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공공안전통신관련 단체이며 현재 미국 내 각종
관련 정책 및
표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체이다 특히
관련 표준은 운영표준
기술표준
훈련표준
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에서는 정기적으로 각 주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하기도 하고
운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년도에 진행했던 각 주별
공공안전통신요원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 현황 조
사 결과의 일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전술하였다시피 미국 긴급전화 시스템 운
영에 있어 초기신고접수요원은 경찰 소방 응급의료와 같은 초기대응자
가 현장
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고
이들에 대한 평시의 교육훈련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차원에서 운영이나 초기신고접수요원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긴급전화는 각주마다 주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 주마다 공공안전
응답센터에 근무하는 긴급전화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기준 기존 요
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은 모두 주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각 주에서 운영하
고 있는
공공안전통신요원에 대한 자격증 제도 및 교육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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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운영제도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캘리포니
아 버지니아 플로리다를 비롯한 몇몇 주의 공공안전통신요원에 대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과 보수
교육 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캘리포니아 주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교육훈련 이수 시간과 규정은 카운티와 시별로 다르며 주정부에서 자격증
취득과 교육훈련시간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캘리포니아 평화유지공무원 표준 훈련 위원회
이하
에서
공공
안전 통신요원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안전통신요원들은 고용 후 개월 이내에
에서 지정한 기본 교육과정
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본 교육과
정은 커리큘럼은 프로패셔널리즘 직업윤리
전화 기술 프로그램과 사용절차 라디오 기술과
사용방법 위험한 사고 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총 개 과목과 시간의 직업훈련을 포함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공안전통신요원 자격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년마다 일이상의
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모든 버지니아의 공공안전통신요원들은 버지니아 주법 에 의거하여 고용 후 개월 이내에
총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에는 반드시 시간의 직업훈련
이 포함되
도록 규정되어 있다 버지니아주 법무부에서는 공공 안전 통신요원 관련 교육훈련 아카데미를
관리하며 이러한 교육훈련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은 커뮤니케이션 판단 법적인 이슈
프로패셔널리즘 등이 있다 훈련은 지역별로 존재하는 지역 아카데미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나 버지니아 비치 카운티
와 같이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큰 카운티는 각자의 카운티 내에 훈련 아카데미가 있고 이 훈련
아카데미에서 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훈련 아카데미
는 경찰 소방 응급의료 관련 지령 절차와 기술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주의 공
공안전통신요원 교육비의 대부분은 공공안전응답센터를 운영하는 시와 카운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텍사스 주
텍사스 주는 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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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신요원 트레이닝과 관련된 표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주법상 모든 공공안전 통신요원은 텍
사스 경찰 표준교육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시간의 기본 자격증 과정을 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이 기본 자격증 과정은
미국 공공안전통신요원연합
의 기본교육과정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텍사스주에서 자체적으
로 추가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커리큘럼에 포함된 과정으로는 시간의 위기통신 훈련
시간의 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
이하
관련 전문훈련 시간의 국가범죄정보센터
훈련등이 있으며 이런 과목들을 포함하는 법안이 년에 주법 입안되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과정은 년부터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주에서는 공공안전통
신요원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자격증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주
공공안전 통신요원들은 뉴욕주 화재예방과 조절 사무소
에서 제정한 응급서비스 지령 훈련평가 프로그램
을 포함한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간의 실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뉴욕 주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종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이 시험에서는 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가능하다 공공안전통신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교육 커리큘럼에는 뉴욕주 공공안전통신요원의 역할과 책임 법적 측면
대화 기술 긴급전화 시스템 전화 분류
라디오 통신
스
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공안전통신요원을 초기대응자의 일부로 인
식하여 뉴욕주 재난관리실
에서 운영하는 미국 사고관리 시스템
이하 관련한 기초과목
을 이수해야 한다 더구
나 앞서 기술한 모든 과목들은 공공안전통신요원으로 고용된 후 개월 안에 반드시 수료해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욕주에서는 따로 교육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공공안전통신요
원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수한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공공안전
통신요원연합
에서 운영하는 기본 공공안전 통신요원 교육과 국립긴급지령 아카데미
이하
에서 제공하는 응급 통신요원 교육과정
뉴욕지역 경찰 훈련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 이수시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뉴욕주
의 경우 자격증 재취득
는 필수는 아니지만 공공안전 통신요원은 년마다 시간
의 재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모든 공공안전 통신요원들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
국
에서 요구하는 응급의료분야의 최소자격을
획득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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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
플로리다는 년 주지사가 주법으로
공공안전통신요원에 대한 자격증 절차를 입법화하
였고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의 공공안전 통신요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연
간 시간의 교육과 시간의 응급의료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으로 시간의 교육훈련 코스를 제공하는 기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반드시 역량과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시험 통과 후 합격
증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에 존재하는 지역정부의 공공안전통신요원 관련 교육기관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요건과 조건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자격증이 만
료되는 공공안전통신요원들은 재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공안전통신요원으로 고용된지 만 년
이 되지 않은 요원들은 반드시 주법에서 규정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메릴랜드 주
메릴랜드 주법에 따르면 공공안전응답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공안전통신요원들을 업무 시작
개월 이내에 주정부 비상전화번호 시스템 위원회
에서 승인한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승인된 커리큘럼은 공공안전응
답센터 운영 예비지식 커뮤니케이션 기술 전산 시스템 정책과 절차 전화 처리절차 전화내용 문
서화 스트레스 관리 행정 처리 재난과 대형재난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메릴랜드의 에서
근무하는 모든 요원은 주법에 따라 모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는 주에서 요구한 기본적인 훈련 과정 이외에도 시간의 전화접수와 분배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위기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에서 일하는 모든 공공안전 통신요원은 자격
증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시사점
전술하였다시피 미국은 공공안전응답센터 를 통해 긴급전화의 신고접수를 받으며 미
국의 주들은 주법에 의해 공공안전응답센터 에서 근무하는 신고접수요원을 포함하는 통신요
원의 자격증 취득 여부와 훈련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주 들은 년마다 자
격증을 갱신하도록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고 공공안전 통신요원으로 고용 후 일 년 이내에 일정
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어떤 주들은
공공안전 통신
요원 자격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종 규제와 정책은 에서 근무하
는 공공안전통신요원의 질을 제고하고 그들의 역량에 대해 상향평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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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주들이 공공안전 통신요원들의 응급의료 또는 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접수요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긴급번호 통합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가면 대국민 신고접수 업무를 맡게
될 국내 경찰 소방 해경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공공안전 통신요원을 대상으로 긴급전화 신고
접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공통커리큘럼이나 최소이수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전화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주요 번호인
의 경우 신고접수는 각 기관의 업무로 분류되어 신고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자에
게 업무를 전수받는 식으로 신고접수 절차를 익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 경찰교육원 주 지방경찰
학교 교육 주 과 함께 상시 잡 트레이닝
을 실시하며 주짜리 커리큘럼은
종합상황실요원과정이란 명칭으로 신고접수요원의 역할과 임무 신고접수 요령 분석대응
요령 위치추적시스템 시스템 등 관련 직무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국내 긴급전화에서 일하
는 신고접수요원들은 신고접수 프로세스를 경찰이나 소방 업무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각 기관 내부적으로 간단한 매뉴얼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와 에서는 신고접수관련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
만 향후 로 신고접수번호가 통합된 이후 기존 훈련 자료의 범용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향후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신고접수 프로세스와 지령 관제의 내용 분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국내에
는 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상황관리자 과정이 개설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소속
소방학교에는 지자체마다 관련 과목이 개설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교육기간이나 년간 교육회
수가 회 또는 회밖에 되지 않아 교육을 수강하는 연간 총인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년도 전국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공공안전통신요원 관련 교육현황
학교명
중앙소방
서울소방
부산소방
경북소방
충청소방
강원소방

과정명
상황관제사
관제사 양성
상황관리 및 정보통신
119상황관리
119 상황관리요원반
상황관리반 (사이버 교육)
소방정보통신과 상황관리
119
119

기간
1주
1주
1주
1주
2주
2주
3일

년간 교육회수
1
2
2
1
1
5
1

회당 인원
40
30
30
40
40
120
40

총인원
40
60
60
40
40
600
40

또한 미국이 공공안전응답센터 에서 일하는 통신요원들을 전문 직업군으로 인식하여 각
주마다 신입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시간 이외에도 여러 주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잡 트레이닝
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재인증 절차와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는데 비하여 긴급전화
신고접수 업무를 전문적인 직업군이라는 인식보다는 소방 경찰 해경 업무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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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업무 풍토와 더불어 순환근무라는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국내 긴급전화 신고접수요원들의
전문성 축적과 일관성 있는 업무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
화통합접수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현재 국내 경찰 소방 해경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안전 통
신요원들에게 신고접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공통커리큘럼이나 최
소이수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개설된 각 기관별 신고접
수요원에 대한 교육은 최소 일에서 최장 주일로 나타났으며 과정 이수 후 별도의 시험이나 현
장 훈련
에 대한 최소 이수 시간이나 관련 절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전화번호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후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교육
원 중앙경찰학교 중앙소방학교 광역지자체 소속 소방학교 등 초기대응자 관련 교육기관에서 새
로운 신고접수 통합시스템 운영 및 신고절차에 대한 공통적인 공공안전통신요원 교육과정을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소방 경찰 해경에서는 신임 신고접수 업무담당자에게
공공안전통신 신규자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경찰교육원 소방학교 등
관련 교육원에서 신규자 대상 관련 과정을 개설하게 하며 신규자 교육기관의 교육수준과 수업시
수는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이 년에 한번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대폭 개선하여 분기별로 최소
회는 개설하고 신고접수요원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신규자 과정 이수 후 현장 훈련시간
시간을 최소 시간정도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현장훈
련시간에는 멘토제를 시행하여 멘토가 현장훈련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받은 신입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과와 협력하여 신고접수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담당 기관별로 조치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신규자 대상의 교육제도 확립 이외에도 이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안전통신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기존 요원중 근무기간이 년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보수교육
을 이수케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원활한 보수교육을 위해 초기대응자 관련 교육기관에
서는 반드시 보수교육과정을 적어도 년에 회 이상은 개설토록 하는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제정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입 긴급전화 신고접수 요원은 반드시 업무 시작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 발생과 관련한 전화신고의 경우 구급차 도착
전 응급처치 지도
가 가능하도록 숙달되어야 함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이러한 복잡한 신고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년에 범죄신고는 화재와 해양사
고든은 생활민원상담은 으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 이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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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배경하에 올해 추진되고 있는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와 에서 대
국민 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요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미국
의 긴급전화 신고번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공공안전통신요원에 대한 각 주별
자격요건 및 훈련 제도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긴급전화통합에 따른 운영
상의 성패는 철저한 공공안전통신요원들의 교육훈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여러 주의 긴급전화 통신요원들의 역량 평준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각 주마다 주법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적어도 긴급
전화통신요원으로 채용 되고 난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기본 이수 교육시간과 이수과목을 지정하
고 향후 지속적인 역량유지를 위해 보수교육 시간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 이후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교
육 훈련의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긴급전화번호 신고접수 요원
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제 소방학교 경찰교육원 등 초기대응자와 관련된 교육기관에 개설하여 장
기적인 교육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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