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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상담은 110로 구분

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

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

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 

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① 접수의 통합, ②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③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④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①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정확한 대응가능, 
②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③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종합적 상황판단, ④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

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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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

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단일 긴급신고번호, 통합, 미국 911, 공공안전접수대,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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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세월호가 급속하게 침몰하고 있던 작년 4월 16일 오전 8시52분부터 약 30분 동안, 

최초의 신고자인 단원고 2학년 학생을 비롯하여 총20명의 승객이 119번호를 통하여 

배의 침몰 사실을 긴박하게 신고하게 된다. 반면에 해양 긴급신고 전화인 122에는 

단 한 통의 신고 전화도 없었다고 한다(헤럴드 경제, 2014). 이는 122번호가 개통된 

지 7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사고를 신고한 세월호 희생자 중 동 122번호를 알고 있었

던 승선자가 전혀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이는 비단 122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주요 긴급신고 전화는 국의 999 및 미국의 911과 달리, 모두 20여개에 

이른다(매일경제, 2015). 하지만 이 중 화재구조 및 응급의료 신고 번호인 119와 범죄 

신고번호인 112를 제외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전화번호는 드물다. 세월호 참사 직후

부터 정부는 복잡한 긴급전화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에게 인지도

가 낮은 긴급번호를 119나 112처럼 익숙한 긴급번호로 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

게 된다(YTN, 2014).

하지만 미국 911식 긴급전화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아시아경

제, 2015; 부산일보, 2015). 반대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황 종류별로 

긴급전화를 마련할 경우, 신고 즉시 긴급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추정하여 신속한 대

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9에 전화하면 특별한 신고 내용이 없어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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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및 응급의료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단일 긴급번호인 경우) 통화량 폭주로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고, 세 번째로 현 112 및 119를 폐지하면 오히려 국민혼란 내지 불편이 더욱 더 증폭

될 수 있다는 반론, 마지막으로 미국과 같이 단일번호로 통합 시 전국 17개 시·도에 

통합 콜센터를 새로이 건립하여 운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 및 반론 등을 고려하여 2015년 1월 27일 국민안전처는 단일

긴급번호가 아닌,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

인 122는 119로 흡수), 노인학대와 학교폭력 등 생활민원·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이

른바 부분적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국민안전처, 2015).

이러한 부분적 통합안에 대하여 현실적 수용가능성을 생각한, 이른바 한국형 긴급

신고번호 통합모델이라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상황별로 긴급전화를 설

정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발상이라고 보이며, 결국 신고체계 단일화에 따른 개선책

임을 사실상 이용자인 일반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어떠한 긴급 상황에 처하든 자신들이 편리하게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신

고하면 필요한 긴급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국과 미국 등 선진국은 단일 긴급신고번호(SEN: Singe Emergency Number)

를 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긴급 상황을 종류별로 구분, 별도의 긴급전화를 마련

해 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적절한 긴급전

화에 신고토록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급자 편의 위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제안한 부분적 통합안이 앞서 제기된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결국 선진국의 단일 긴급번호 운 시스템의 장점

을 파악하여 이를 향후 우리의 계획안에 적극적으로 반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고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 999 또는 미국 911 시스템에 관한 상세한 제도분석

은 필수적이다. 다만 국 시스템은 BT와 같은 민간통신회사 소속의 교환원이 999 긴

급전화를 최초 응대하고, 이후 이를 경찰·소방·구급대·해양경비대 등의 긴급대응기관

으로 전달하고 있는 체계이다(British Telecom, 1999, 2012). 여기서 문제는 통신회사 

소속의 민간인 교환원이 최초 999 신고를 응대하는 동안 약 8초간의 시간손실이 발생

한다는 점인데(FireNet, 2009), 골든타임 확보 등 신속한 접수 및 지령을 강조하는 우리

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간적 손실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수용되기 어렵다고 보

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911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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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긴급번호 911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특    징

(비교제도적 고찰부분에서)
한계

박원배 

(2009)

- 일본경찰의 범죄신고 긴급번호 

110 및 상담전용전화 #9110 소개

- 미국 뉴욕 및 LA의 911 제도 소개 

- 911 번호를 경찰의 긴급번호로 소개

- 911 제도에 대한 개략적 설명제공  

- 결론이 경찰의 112 긴급번호 개선방안에 초점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 연구자들이 미국 워싱턴 및 버지

나아 주의 공공안전접수대(PSAP)

를 직접 방문하여, 이들 지역의 

911 운영시스템에 대한 현장관찰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함

- 영국 911, 일본경찰 110, 필리핀 

117 간략 소개

- 용역연구보고서로, 보고서적 성격이 다소 강함

- 미국 911 제도에 대한 설명의 상당부분이 위

치추적 등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 

- 개별지역의 PSAP 운영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 (경찰의) SOS 국민안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운영개선방안 도출에 중심    

이정원 

(2012)

- 연구자가 미국 휴스턴 시의 공공

안전접수대(PSAP)를 직접 방문하

여, 동 지역의 911 운영시스템에 

대한 현장관찰 및 관계자 인터뷰 

실시 

- 911 제도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이 양적인 측

면에서 다소 부족 

- 휴스턴 지역의 PSAP 운영제도만을 상세히 소개

- 결론이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책 제

시 중심

박광재 

(2014)

-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긴급번호를 개괄적으로 소개

- 전체 비교제도고찰 부분이 6페이지 분량  

- 미국의 911 제도에 대한 소개부족   

위 <표 1>에 나와 있는 긴급번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선점 도출을 위한 분

석의 틀로써, 미국의 911 제도에 대한 비교고찰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1>에 나와 있는 기존문헌의 한계를 분석해본 바, 첫 번째 연구의 목적이 전체적인 

통합긴급번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112 또는 119 등 개별적인 긴급전화 운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므로, 미국 911의 구체적 운용방식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후술되겠지만, 2014년 8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911 접수 및 배치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안전접수대(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가 약 7300여개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각 지역마다 이러한 공공안전

접수대의 운 시스템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점이다(FCC, 2014). 기존 선행연구의 두 

번째 한계점이 바로, 지역마다 다양하게 운용되는 공공안전접수대(PSAP)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정리하고 이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전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911제도를 연구함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운용시스템 및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근거로 911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 및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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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통하여 보편적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시도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몇 개의 사례연구에서 도출되는 부분적 특징을 마치 미국 911 

제도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일반화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비교연구 등가성측면에서의 또 다른 학술적 의미를 갖출 수 있는 길이 된다(이성기·

김학경, 2012a, 2012b).

Ⅱ. 911 도입배경 및 역사

1. 911 도입배경 및 발전

911번호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사용되는 단일 긴급신고번호(SEN)

이다. 911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의 전통에 따라서 경찰이나 소방 등 각 긴

급대응기관이 지역별마다 서로 다른, 개별적인 긴급전화 번호를 운 하고 있었다(한

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예를 들어, 소방에서는 “FIRE” 각 철자를 의미하는 번

호인 “3(F)-4(I)-7(R)-3(E)” 라는 번호를 주로 사용했으며, LA County 지역에서는 관할

권에 따라서 지방경찰이 운 하는 서로 다른 긴급번호가 50여개 될 정도로, 긴급 

신고번호는 지역/기관에 따라 모두 서로 상이한 번호시스템이었다(PCLEAJ, 1967). 

이렇게 개별화된 긴급 전화번호 사용의 문제점은 1957년 최초로 全美 소방서장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Fire Chiefs)에서 제기되었고, 동 협회에서 미국 전체의 화재 

신고번호를 하나의 단일번호로 통일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진다. 이후 지역마다 그리

고 긴급대응기관마다 개별화된 전화번호를 서로 단일화 하자라는 주장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었다. 마침내, 1965년 존슨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법집행 및 사법행

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에서 발간한 1967년 최종보고서에서, 모든 긴급상황(특히 경

찰의 범죄나 긴급상황 신고)에 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일 전화번호의 사용이 

연방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다(NENA, 2014; PCJEAL, 1967).

동 권고사항은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주/지방정부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

고, 이후 1967년 출범된 또 다른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시민폭동에 관한 전미 자문위

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에서 이러한 긴급전화번호 통



미국 긴급번호 911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75

합에 대한 해결안을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67년 11월 동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당시 전화통신에 

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AT & T를 접촉하 고, 그 결과 이듬해인 1968년 

AT & T에서 미국 전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번호인 911번호를 최종

적으로 고안·제시하게 된다(911 Dispatch, 2011). 참고로 연방통신위원회는 최초 연방

범죄수사국(FBI) 및 비 경호국(Secret Service)의 긴급번호 통합까지 염두하고 있었

으나, 이러한 안은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각 州의회에서 AT & T에서 고안한 911번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고, 

이후 긴급전화번호는 오로지 911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었다. 1968년 2월 앨라배마

(Alabama) 州  Haleyville 지역에서 최초로 911 긴급 전화번호가 시범 운 되었고 이

후 전 미국으로 확대되게 된다(Bruckner, 2011). 다만 911 전화번호는 최초 분산된 

지역경찰의 신고번호만 통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경우 1968

년 7월 경찰의 긴급신고번호만 911로 통합하 다가, 1973년 10월에 이르러 소방과 

구급대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이후 1972년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911 시스템

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 고, 나아가 연방정보센터(Federal 

Information Center)를 설립하여 각 지역의 기관들이 이러한 911 시스템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현재 911에서 공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긴급대응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찰을 포함하여, 소방·응급대(구급대)·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로 

구성되어 있다(US Coast Guard, 2013). 

2. 911 혼잡을 막기 위한 단일 비긴급신고번호 311의 탄생

현재 미국은 911 긴급번호와 별도로, 311라는 단일 비긴급신고번호(SNEN: Single 

Non-Emergency Number)를 운 하고 있다(Mazerolle et al., 2001; Kim and Brooks, 

2010). 이러한 단일 비긴급신고번호 제도의 시초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311 

단일 비긴급신고번호는 1996년 10월 Baltimore 지역에서 최초 시행되었으며, 당시 시

스템은 별도의 311 콜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311로 전화하게 되면 911 공공안전접

수대(PSAP)로 전화연결이 이루어지나, 다만 911 접수요원이 911 신고전화를 받지 않

을 때만 연결되는 시스템이었다. 1996년 이전까지만 해도 911로 걸려오는 신고전화의 

무려 50-90% 정도가 즉각적인 대응을 요하지 않는, 이른바 비긴급 민원성 전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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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ster et al., 2009). 이러한 911 신고의 극심한 혼잡을 없애기 위하여,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에 요구하게 된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일단 311을 비긴급

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로 비워둘 것을 요구하 고, 1997년 동 연방통신

위원회에서 311번호를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비긴급신고번호

로 최종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311제도는 긴급번호인 911의 과부하상태를 거의 50%

나 낮추는 대성공을 가져왔고, 이후 미국 각 대도시에 911과 별도로 비긴급 민원성 

전화 등을 신고할 수 있는 311 번호가 도입되었고, 더불어 311을 전담하는 콜센터 

역시 별개로 설치되기 시작하 다. 따라서 현재 홍보 등을 통하여 비긴급 민원성 전

화는 311 번호로 유도되고 있으며, 다만 911에 비긴급성 전화가 오면 (911 공공안전접

수센터가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311 콜센터로 즉각 연결시켜 주고 있다.

Ⅲ. 911 운영시스템 

1. 개괄

911에 전화를 하게 되면 최초 공공안전접수대(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에서 모든 911 접수(Call-taking)가 이루어진다(Johnson et al., 2005). 앞서 설명되

었지만, 2014년 8월 연방통신위원회 통계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약 7300여개의 공공

안전접수대가 존재하며, 공공안전접수대의 주관기관은 지역마다 다 상이하나, 지역

경찰(Local Police)에서 운용하는 사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FCC, 2014). 공

공안전접수대(PSAP)는 지역마다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뉴욕에서

는 공공안전접수센터(Public Safety Answering Center),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긴급상

황센터(Houston Emergency Center), 시카고에서는 비상통신사무국(Chicago Office of 

Emergency Communication), 워싱턴 DC에서는 공공안전 및 배치작전 센터(Public 

Safety and Transportation Operations Center), 뉴저지 Bergen 카운티 지역에서는 공공

안전임무센터(Public Safety Operations Center)라고 불린다.

911 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고접수(Call-taking)와 지령(배치)(Dispatching)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각각 분리·운 되는 이원화된 체계이다(Johnson et al., 20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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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기능적으로 분리·운 하는 이유는, 접수와 배치(지령)를 한꺼번에 담당하게 되

면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현장대응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경찰·소방·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는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접수요원(Call-takers)

이 통합적으로 응대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출동요소의 배치업무(Dispatch Service)는 

경찰·소방·응급환자의 소관부서가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911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공공안전접수대(PSAP)를 “1차 공공안전접수

대”(Primary PSAP), 그리고 이러한 접수요원의 지령에 따라 각 기관의 배치업무를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공공안전접수대를 “2차 공공안전접수대”(Secondary PSAP)라고 

부른다.(Campbell et al., 1997; Johnson et al., 2005). 즉 접수요원이 일괄 응대하여 각 

기능별, 사안의 위급성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하면, 경찰·소방·응급환자 취급의 각 기

관 상황실에서 위급성에 따라 현장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으로, 바로 접수와 배치가 

이원화된 단계이다(이정원, 2012). 다만 접수 시 지령요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접수요원이 신고접수 및 정보파악 등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신고자·접수요원·지령요원의 3자 통화가 가능하다. 지역에 따라서 접수요원이 접수

만 하고 더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고, 이후 신고전화 처리는 지령요원이 전담하는 

지역도 있다(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이러한 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신고자가 911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접수는 (지역경찰 등이 운 하는) 1차 공공안전접수대(PSAP)의 접수요원(Call-takers)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신고자의 전화번호 및 위치정보 등이 컴퓨터 활용 배치시

스템(CAD: Computer Aided Dispatch)을 통하여 화면에 나타난다. 그러면 접수요원은 

신고의 긴급성 및 난이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소 및 성명, 사건내용 등을 CAD 

시스템에 기록하면서 접수하고, 동시에 경찰이나 소방 또는 구급대 중 어떠한 서비

스가 필요한지 결정을 하게 된다. 이후 그 결정에 따라 각 긴급대응기관의 (2차 공공

안전접수대 소속) 지령요원(Dispatchers)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접수

요원이 그동안 기록한 모든 내용이 지령요원의 CAD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동시에 주변에서 즉시 대응가능한 순찰차 등의 정보가 동시에 나타나므

로 지령의 편의가 증대된다. 설명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신고자·접수요원·배치(지령)

요원 3자 통화가 가능하고, 나아가 신고접수 내용 및 녹음된 통화내용을 지령근무자 

뿐만 아니라 현장출동직원까지 필요한 경우 재생/반복하여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마련되어 있다.



78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3호(2015)

2. 일반적 – 물리적 시설 분리형

911 운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접수와 배치가 이원화된 단계이고, 앞서 설명되었

지만 공공안전접수대(PSAP)는 다시 1차 공공안전접수대(Primary PSAP) 및 2차 공공

안전접수대(Secondary PSAP)로 분류될 수 있다. 1차 공공안전접수대는 접수를 통합

적으로 받는 시설이며, 2차 공공안전접수대는 대응기관의 지령장소라고 보면 된다. 

물론 각 지역마다 운 방식은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만일 지역경찰(Local Police)에서 1차 공공안전접수대를 운 하고 있으면, 소방이나 

구급대에서 2차 공공안전접수대를 운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1차 공공

안전접수대와 2차 공공안전접수대의 물리적 시설 자체는 대개는 분리되어 있다. 

보통 이러한 지역경찰이 운 하는 1차 공공안전접수대에는 경찰의 지령요원

(Dispatcher)도 같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지령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 시스템

에서는 접수요원이 소방이나 구급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신고접수내용

에 따라서 소방 또는 구급대가 운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2차 공공안전접수대로 통보하고, 동 2차 공공안전접수대에서는 1차 공공안전접수대

에서 통보된 신고내용을 근거로 지령만을 내리는 시스템인 것이다. 몰론 2차 공공안

전접수대에도 접수요원(Call-takers)이 존재하여 1차 공공안전접수대와 동일하게 신

고내용을 재확인하는 지역도 있지만, 보통은 1차 공공안전접수대에서 접수 내용이 

자동적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의 접수없이) 지령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공공안전접수대 물리적 시설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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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도시 – 물리적 시설 통합형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는 2차 공공안전접수대와 1차 공공안전접수대가 물리적으

로 통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9/11 테러사건이 존재한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했던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은 각 긴급대응기관의 통신수단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있어서 큰 한계점들을 노출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911 긴급번호 운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The 9/11 Commission, 2004). 

당시 뉴욕의 911 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1차 공공안전접수대와 2차 공공

안전접수대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다. 1차 공공안전접수대는 뉴욕

경찰(NYPD)의 관할이었고, 이에 뉴욕경찰 소속 접수요원(Call-takers)이 911 신고를 

최초 접수한 후 소방이나 응급대의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자 통화방식

(Conference call) 방식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 소방이나 응급대의 2차 공공안전접수

대로 각각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제3자 통화방식으로 신고전화를 전달할 때, 

소방이나 응급대의 2차 공공안전접수대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사고의 개요 등을 다시 질문한 후, 즉 접수를 반복한 다음, 최종적으로 지령을 내렸

다(NYC Government, 2009). 각각의 공공안전접수대는 상호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화(by phone) 또는 “Special Police Radio Inquiry Network(SPRINT)”라고 불

리는 통신회선(Data Link)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전화가 사용

되었다. 아울러, 9/11 테러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긴급대응기관의 도

움을 요청하는 신고전화가 폭주하게 된다. 이때 911 공공안전접수대(PSAP)는 신고

자인 일반시민과 각 긴급대응기관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에 

해당하고, 접수요원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각 기관 지령요원에게 전달하는 것뿐

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행동 및 대피요령 등의 정보를 신고자에게 역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당시 뉴욕의 911 운 시스템 하에서는 1차 공공안전접수대와 2차 공공안

전접수대의 물리적 시설이 서로 떨어져 있고 기관 간 의사소통이 전화로만 이루어졌

었던 관계로, 각 기관의 공공안전접수대 간에 신속한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이 당연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2차 공공안전접수대에서 접수를 반복하 기 때문에 

결국 신속한 접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11 접수요원은 신고자

에게 행동지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없었고, 결국은 신고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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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The 9/11 Commission, 2004). 이러한 한계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Emergency Communications Transformation Program”이 

뉴욕에서 시행되는데, 동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Winbourne 

Consulting LLC, 2012). 첫 번째 단계는 Unified Call-Taking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911 접수요원이 통합접수하면서 소방이나 구급대가 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한 후 이

러한 신고 및 관련 정보를 (신고접수와 동시에) 기술적으로 발전된 CAD 시스템 등

을 통하여 각 긴급대응기관의 지령요원에게 모두 전달토록 하는 것이었다. 즉 지령

단계에서 접수절차가 반복되는 절차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

게 되었다. 또한 기술적인 개선을 통하여 현재는 1시간에 약50,000건의 신고전화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9/11 테러 당시 911 신고전화가 가장 폭주했을 때의 처리능

력보다 9배나 향상된 능력이다. 물론 기술 및 시스템적인 발전 외에, 접수요원에 대

한 전문적인 교육훈련도 병행되어 신고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행동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NYPD, 2012).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각 대응기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통합대응을 위하여, 1차 공공안전접수대와 2차 공공안전접수대의 물리

적인 시설까지 통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2009년에 완료되었고, 두 번째 단계

는 2012년에 최종 완료되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긴급대응기관은 재난

대응 업무를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게 된다. 9/11 테러사건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이

때 기관 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지휘체계가 단일화 된다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난대응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및 정확한 정보전달은 긴급신고 통합접수 그리고 접수대

와 지령대의 물리적 통합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1차 및 2차 공공안전접수대의 물리적 시설을 서로 통합하

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욕의 공공안전접수센터(Public Safety Answering Center)는 

2012년부터 물리적 공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경찰·소방·구급대의 각각 다른 배치 시

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각 대응기관이 서로 동일한 시스템(One system)

을 사용하고 있다(NYPD, 2012).

휴스턴·워싱턴 DC·뉴저지 Bergen 카운티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각 대응기관

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통합대응을 위하여 뉴욕과 같이, 2차 공공안전접수대와 1차 

공공안전접수대가 서로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위치해 있다(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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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정원 2012; 신동균, 2014, 11, 4, 개인 서신). 접수와 지령 모두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같이 사용하나, 다만 그 공간을 911 접수센터, 경찰 지령센터, 소방 지령센터, 

응급서비스 지령센터로 각각 나누어서 사용하는 체계이고, 이러한 이유는 물리적 거

리를 단축시킴으로서 기관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적 통합대응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

다. 이러한 완전통합형 공공안전접수대는 대형재난 발생 시 상황정보 및 지휘체계의 

출발점이 되는데, 따라서 보통은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

대응센터(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와도 유기적/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긴급대응센터(EOC)는 초기 현장대응에 있어서 완전통합형 공공안전접수대를 통

하여 현장의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을 각각 통제·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완전통

합형 공공안전접수대 또는 (앞에서 언급된) 1차 공공안전접수대(Primary PSAP)에는 

접수 및 지령업무의 관리감독과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경찰·소방· 구급

대의 연락관 등이 서로 파견되어 있다. 참고로, 긴급대응센터(EOC)는 우리나라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사한 기

능을 수행한다(권건주, 2009)

[그림 2] 공공안전접수대 물리적 시설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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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해안경비대의 911 운용시스템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긴급상황 신고 역시 911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US 

Coast Guard, 2013). 다만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2차 공공안전접수대

(Secondary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의 형태로 운 하고 있는데, 다만 보통의 

2차 공공안전접수대와 달리 지령뿐만 아니라 접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Johnson et al, 2005). 즉 미국 해안경비대의 2차 공공안전접수대에는 접수 및 지령요

원이 모두 상주해있다. 해상(임해지역)에서 범죄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핸드

폰을 이용하여 911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신고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911을 누르게 되면 핸드폰 신호는 거리가 근접하여 신호가 가장 강한 기지국(Cell 

tower)을 거쳐서 이동통신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re)으로 가게 된다. 이동통신

교환국에서부터 핸드폰 신호는 일반전화망(Landline phone network)으로 연결되고, 

다만 인접지역에 수개의 1차 공공안전접수대가 있을 시에는 선택 라우터(Selective 

Router)를 경유하여 발신자의 위치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1차 공공안전접

수대로 보내지게 된다. 이때 1차 공공안전접수대의 접수요원(Call-takers)이 발신자의 

위치정보 등을 통하여 해양(임해지역)에서 911 신고가 되어 해양경비대의 대응이 필

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접수없이 단축 다이얼 또는 버튼 하나로 조작하여 핸드폰 

신호를 곧바로 해안경비대의 2차 공공안전접수대로 보내게 된다. 2차 공공안전접수

대의 접수요원(해안경비대에서는 접수요원을 Call takers가 아닌 Watchstander라고 부

른다)이 전화를 받게 되면 1차 공공안전접수대와의 전화통신연결은 해제되고, 이때

부터 해안경비대 2차 공공안전접수대의 접수요원이 911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지령

이 이루어지게 된다(Johnson et al., 2005). 해안경비대의 911 운용시스템은 공공안전접

수대 물리적 시설 분리형(<그림 1>) 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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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Johnson et al., 2005, 11면

[그림 3] 미국 해안경비대 911 운용시스템 – 물리적 시설 분리형 

5. 접수(지령)요원의 신분 및 교육훈련 

1) 접수(지령)요원의 신분

대다수의 접수 및 지령(배치)요원은 각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경찰관이나 소방관

의 신분이 아닌, 접수와 지령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직 공무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911 DispatcherEdu, 2014). 지역에 따라서는 접수 및 지령업무 자체

가 아웃소싱, 즉 민 화되어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Chicago Tribune, 

2014). 접수요원과 지령요원의 임무와 기능은 구분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접수

요원 중 능력을 인정받거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지령(배치)요원으로 활

용하는 사례도 있고(워싱턴 DC 및 뉴욕의 경우), 또는 뉴저지 Bergen County의 경우 

교대로 (동일인이) 접수/지령요원의 업무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기도 한다(신동균, 

2014, 11, 4, 개인 서신). 이때, 1차 공공안전접수대나 뉴욕 등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

는 통합형 공공안전접수대에는 보통 경찰이나 소방 등 각 기관의 연락관들이 파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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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접수 및 지령요원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거나 또는 상호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

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중립적인 긴급상황 협력조정관

(Emergency Coordinator)을 두어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관 상호간의 협력

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2) 접수(지령)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911 접수/지령요원의 교육훈련도 지역의 공공안전접수대(PSAP)마다 조금씩 상이하

다. 예를 들어, 휴스턴 지역에서 신임 접수요원은 최초 12주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

고, 뉴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및 그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접수요원(Call-taker)으로 선발하고, 이후 8주간의 교육 및 3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친

다. 다만 (뉴욕의 경우) 접수요원으로 2년 경력을 쌓은 이후에는 업무능력 등에 따라서 

배치요원(Dispatcher)으로 향후 발령받을 수 있다(이정원, 2012). 이와 유사하게 워싱턴 

DC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및 그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를 접수요원(Call-taker)으로 선

발하여 약 6-8주 교육을 실시하고 2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접수요원 중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6주간의 배치훈련을 거

친 다음 각 대응기관의 배치(지령)요원(Dispatcher)으로 활용하고 있다(한남대학교 산

학협력단, 2012). 버지니아 주의 Fairfax 카운티 지역에서는 좀 더 전문화된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최초 접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①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Academy 과정에 참석하고 이를 2년 내에 수료해야 하며, ② CPR(심폐소생술)과 AED

(자동 제세동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③ 최초 발령 6개월 이내에 버지니아 주 범

죄정보 네트워크의 활용검증 시험을 통과하고 매년 2회에 걸쳐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④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 최초 발령 3개월 이내에 청

각장애인을 위한 통신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매6개월 마다 이에 

대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참고로, 미국 연방의회는 지방정부가 운 하고 있는 911 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911 사무국(National 911 Office)을 설립했으며, 동 국가 911 사무

국에서는 국가 911 프로그램(National 911 Program)을 통하여 Next Generation 911에 

대한 연방차원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National 911 Office, 2014). 동 Next 

Generation 911 프로그램은 2007년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도움을 청하려했으나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 출발했으며,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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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가 상·사진·음성·문자 메시지 등을 소방, 경찰 등 각 긴급 

대응기관에게 디지털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Ⅳ. 911 운영시스템의 특징 및 정책 시사점

미국의 911 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설 통합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① 접수의 통합, ②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③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④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로 정리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특징에

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정확한 대응가능

미국의 911 운 시스템은 사건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긴급사건이 공공안전접수

대(PSAP)에 통합 접수되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체계이다. 신고자의 입장에서 자기

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한 신고 및 (이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긴급 신고 대응 기관별로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 하고 있을 때 신고자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신고자가 이 상황을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급대에서 처리해야 맞는지를 판단하여 전자의 경우 112, 후자의 경우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성적·전문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서 신고자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기관 편의주의적 신고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상황에 대한 접수통합은 이른바 신고자(국민)중심의 이른바 융

합행정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고자 중심의 미국형 911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경찰이나 구급대 등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고 소관업무 부서별 불필요한 

절차적 낭비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안전접수대(PSAP)의 접수요원이 

길가에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전화를 접수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

하는 경우, 경찰은 지령(배치)조치를 하지 않지만 구급대 측은 응급의료인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싸움이 발생하여 수십 명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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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 경우,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경찰 측은 용의자 검거 등 경찰조치를 

위해, 구급대 측은 부상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각각 경찰과 구급대 모두 배치지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출동하는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물론, 국민의 

편의증진뿐만 아니라 대응기관 간 서로 협의하여 일을 처리해야 하므로 협력체계가 

증대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물론 한 기관이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다른 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응급구조 서비스에 대한 신고접수가 최초 신고 접수기관을 한 번 더 

거쳐 이루어지므로 그만큼 신속한 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필요

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얻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긴급신고의 특성상, 긴급 상황

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접수가 초동조치의 출발점이고, 이러한 정확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는 전체적인 대응능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2.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긴급신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 하는 경우의 또 다른 장점은 대형 재난이나 큰 

규모의 사건 사고에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여러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

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형 재난 등 발생 시 공공안전접수대(PSAP)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상황정보의 접속점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동 접수대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에 있어서 지휘 및 정보전달 체계가 단일화(Unified)될 수 있으므로, 대응기

관간의 정보 및 자원의 공유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자에게 역

으로, 위기(재난)상황에서 행동 및 대피요령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긴다.

특히 미국의 대도시에는 접수와 지령 모두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완전 통합형 공공안전접수대를 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접수와 

지령요원의 물리적인 거리까지 줄임으로써 대형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있어서 

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통합형 

공공안전접수대를 중심으로 대형사건 발생 시 초기 지휘 및 정보체계가 단일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도시의 완전통합형 공공안전대는 지방정부의 긴급

대응센터(EOC)와 동일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서로 긴 한 연결체계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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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대형재난 발생 시 완전통합형 공공안전접수대는 상황정보 및 현장지휘 

협력체계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하고, 긴급대응센터(EOC)는 사고대응기구로서 초기 

현장대응에 있어서 완전통합형 공공안전접수대를 통하여 현장의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을 각각 통제·조정 등 사고를 대응·수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일반적인 사건상황의 발생 시, 즉 단일한 응급 구조나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개별적 대응만으로도 해당 신고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큰 대형사건, 예를 들어 도심 유동 인구 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나 테러 

사건의 경우 피해 수습과 최소화를 위해 다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긴급대응기관들

의 업무를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관

련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현장경비를 제공하고 질서를 지켜 구조 작업이 원활하

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에서는 화재의 진압과 인명구

조 작업을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방재 작업을 해야 한다. 응급 구조대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 치료와 의료 기관 

수송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현장 지원본부를 

운용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 각 기관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복된 활동을 방지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다시 신속하

고 효율적인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경찰·소방·응급구조대 등이 서로 별도의 접수/지령(배치)실을 만들어 대응

하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적시 적소에 자원을 투입

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초래된다. 요약하자면, 재난에 대한 통합적 대응에 있어서 공

공안전접수대(PSAP)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센터(EOC)와 연계하여 현장상황 정보 및 

지휘체계를 통합시키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종합적 

상황판단

미국에서 접수 및 지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경찰관/소방관이 아닌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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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실제 현장에

서 상황을 처리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전문성과 대비되는, 접수 또는 지령업무만

의 전문성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소방관) 등 현장요원은 모두 전문적

인 채용 시험과 비교적 장기간 동안의 집중적 교육을 거쳐,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컨대 형법 및 형소법 등 법 지식, 각종 경찰실무, 무도·사격·체포술 등에 관한 

특별한 전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접수 및 지령업무는 통신기기 및 컴퓨

터 활용, 의사소통 및 화법, 지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집행 

기관(응급구조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직업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찰관(소방관) 등에

게 긴급신고 접수 절차, 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장비의 기술적 활용 능력, 대화기

법 등을 별도로 교육시켜 이들을 접수 및 지령요원으로 배치시키는 것은, 채용과 교

육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전문성 낭비가 된다.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법집행/응급구조 전문가로서 경찰관 또는 소

방관은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 가까이, 즉 “현장”으로 보내는 것

이 그 목적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이유로 접수 및 지령요원은 통신기기 및 컴퓨터 

활용기술, 대화기술, 현장 지리 등에 대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대한 전문 교육

훈련을 거쳐 선발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신고 접수 및 배치 

요원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현장요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나, 이는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접수요원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는 경찰관이나 소방

으로 하여금 신고 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실제 현장대응에서 필요한 능력발전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4.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앞서 언급되었지만, 미국 공공안전접수대(PSAP)의 지령 및 접수요원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순환보직 근무가 아닌 

전종 근무요원이므로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과 학습

방법을 구성원 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직 내에서의 학습은 개인

(Individual)·팀(Team)·조직(Organization)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이 세 가지 수준에

서의 학습을 모두 촉진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학습조직”(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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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이다(김문주·윤정구, 2012).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이 일어나

기 위해서는 개인학습(Individual Learning)과 팀학습(Team Learning)이 전제되어야 하

는데, 미국의 공공안전접수대는 전문화와 업무지속성을 바탕으로 개인학습이 팀학

습, 그리고 조직학습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개인·팀·조직으

로 이어지는 학습은 결국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적극적 학습(Active Learning)으로 연계될 수 있다. Toft and Reynolds(1999)

에 따르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학습에는 소극적 학습(Passive Learning)과 적극적 

학습(Active Learning)이 있다고 한다. 소극적 학습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Simply knowing about something), 적극적 학습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발견된 부족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then taking remedial 

action to rectify the deficiencies that have been recovered)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학습

조직은 이러한 적극적 학습(Active Learning)을 효율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반면 경찰관과 소방관을 긴급신고 접수 및 배치(지령) 요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

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긴급신고 시스템,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적·절차적 요

소에 대한 습득이 끊어지고, 그 결과로써 업무의 연속성/전문화가 저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접수 및 지령요원의 1-2년 순환보직으로 구성원이 상시 바뀐다면 개인학

습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들의 경험을 도태로 지식을 공유하고 결합시

켜 나가는 과정인 팀 학습도 저해되고 결국 조직학습 역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로 이러한 1-2년 순환보직 시스템 하에서는 경력단절로 인하여 접수 및 지령업무

의 전문성이 단편화(Fragmented)되는 경향이 있으며, 접수 및 지령센터 자체가 학습

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이상철, 2012). 

이에 개선책 제시를 위한 적극적 학습(Active Learning)도 당연 발생하지 않는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 방식 및 교육훈련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 다. 미국 911제도는 ① 접수의 통합, ②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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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③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④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① 신고자중심의 시

스템 - 신속·정확한 대응가능, ②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③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종합적 상황

판단, ④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4가지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특징 및 정책

적 시사점을 고려할 때, 단일 긴급신고번호인 미국의 911은 단순히 번호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응기관의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의 토대를 마련해준

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긴급번호를 통합 또는 단일화 하면, 긴급신고 

통합접수센터 등에서 전체 상황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로써 재난을 포함

한 긴급한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각 대응 기관의 통합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최종적으로 정부대응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 1차 공공안전접수대 또는 완전통합형 

공공안전접수대와 같은 통합접수센터가 상황정보의 접속점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지휘 및 정보전달 체계가 단일화(Unified)될 수 있으므로, 대응기관간의 정보 

및 자원의 공유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화로 인하여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고 나아가 신고자에게 정확한 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두 번

째로, 이러한 통합접수센터가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변화되면서, 적극

적 학습(Active Learning)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응능력 향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통합접수센터에서 경찰·소방·구급대 등 각 긴급대응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종합적·전체적·적극적으로 정리·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

하여 사건사고에 대한 종합적/전체적 통합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각 대응기관의 유기

적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1월 27일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119, 112, 110으로 대표되는 부분

적 통합안에 미국의 911 운 시스템의 장점을 도입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러한 부분

적 통합안이 미국 911 단일 긴급신고번호(SEN)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

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고(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분적 통합안에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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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획득하

거나 필요한 정보를 서로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 이해 및 상호운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

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

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911 운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거

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

리나라의 대표적 긴급번호인 112 및 119가 어떠한 식으로 운 되고 있으며, 교육훈

련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과의 비교분석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로 인식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국을 포함한 통합 긴급번호를 사용하고 있

는 여러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가 부분적 통합안의 완성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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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ning from the USA's Single Emergency 
Number 911: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Kim, Hak-Kyong
Lee, Sung-Yong*

In Korea, a single emergency number, such as 911 of the USA and 999 of the UK, does 
not exist. This issue became highly controversial, when the Sewol Ferry Sinking disaster 
occurred last year. So,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nned to adopt a single emergency 
number, integrating 112 of the Police, 119 of the Fire and Ambulance, 122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many other emergency numbers. However, the integration plan recently 
propos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Security seems to be, what is called, a “partial 
integration model” which repeals the 122 number, but still maintains 112, 119, and 110 
respectively. In this context, the study looks into USA’s (diverse) 911 operating system, and 
subsequently tries to draw general features or characteristics. Further, the research attempt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general features. If the proposed partial integration 
model reflects the policy implications, the model can virtually operate like the 911 system 
– i.e. a single emergency number system - creating inter-operability between responding 
agencies such as police, fire, and ambulance, even though it is not a perfect integration 
model. 

The features drawn are ① integration of emergency call-taking, ② functional separation 
of call-taking and dispatching, ③ integration of physical facilities for call-taking and 
dispatching, and ④ professional call-takers and dispatchers. Moreover,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are ① a user-friendly system – fast but accurate responses, 
② integrated responses to accidents, ③ professional call-taking and dispatching &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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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finally ④ active organizational learning in emergency 
call centers. Considering the policy implicat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need to be applied 
to the current proposed plan:

1. Emergency services’ systems should be tightly linked and connected in a systemic way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and exchange intelligence with one another. 

2.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call centers) of each emergency service should share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modules, manuals, etc. Common training and manuals are 
also needed for inter-operability.

3. Personal management to enable-long term service in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call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ways to promote professionalism. 

Key words：Single Emergency Number, Integration, USA 911 Number,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Inter-oper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