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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1월 1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OCKLAND와와와와 ONEIDA 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 MUTUALINK K-12 학교학교학교학교 안전안전안전안전 시범시범시범시범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실시하다실시하다실시하다실시하다 

 

신기술로신기술로신기술로신기술로 인해인해인해인해 긴급긴급긴급긴급 상황상황상황상황 발생발생발생발생 시시시시 대기대기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줄이기줄이기줄이기줄이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최초최초최초최초 대처자에게대처자에게대처자에게대처자에게 학생학생학생학생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장비에장비에장비에장비에 즉시즉시즉시즉시 액세스할액세스할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하다하다하다하다 

 

Cuomo 주지사가 새로운 학교 안전 시범 프로그램 Mutualink K-12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후반 경에 Oneida와 Rockland 카운티에 있는 20개 공립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Mutualink K-12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참여 학교와 현지의 최초 대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국토안보및긴급서비스부의 상호운용 가능 및 긴급 커뮤니케이션실(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이 각 카운티 보안관사무실 또는 긴급관리실과 협력해 실시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불과 몇 초가 비극적인 상황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은 학생들을 더욱 잘 보호하고 최초 대처자와 법 

집행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Mutualink K-12는 행사 기반 사고 관리용 IP-기반의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으로 학교와 

긴급상황 대처기관 간의 음성, 동영상, 데이터 및 텍스트를 포함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학교 무전기, 전화기 및 모바일 기기가 긴급 상황 전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처자들에게 

상황을 즉시 알려 이들이 현장에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렇게 함으로써 긴급상황 

대처 프로세스를 원활히 하고 전화 통화 및 메시지 연결 오류 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Mutualink는 또한 “패닉 버튼(panic button)” 기능도 제공하는데, 이는 학교에서 작동하면 

법집행기관에게 학교 커뮤니케이션 기기에 즉시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Rockland와 Oneida 카운티는 10개 학교를 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참여 학교들은 

각 소속 카운티에서 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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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ink 및 Mutualink K-12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mutualink.net/Mutualink-School-Program.asp을 방문하십시오. 

 

DHSES 커미셔너 Jerome M. Hau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상황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플랫폼은 법집행기관 및 긴급관리자들에게 어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스마트하고 시기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음성, 동영상 및 

데이터에 실시간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Oneida 카운티 장인 Anthony J. Picente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운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공공안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총기난동자 또는 

심각한 기후 상황의 위험에 처해있을 때, 이 프로그램은 범집행기관들과 최초 대처자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층할 실시간 음성, 동영상 및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Rockland 카운티 보안관인 Louis Falco, I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주요한 역할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긴급상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가급적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들에게 

카운티, 타운 및 빌리지 단위의 법집행기관들과 실시간 음성, 동영상 및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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