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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Recall Corp., 매년 자유의 여신상을 찾는 수백 만 방문객 위해 안전, 보안 및 운영 

개선 

-- 혁신적 IP영상 솔루션 제작 위해 최고의 기술 제공업체 9개로 구성된 “드림팀” 구성 
 

(서펀, 뉴욕주 2014년 2월 26일 PRNewswire=연합뉴스) 감시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 

중심의 보안기술 제공업체 Total Recall Corporation(http://www.totalrecallcorp.com)이 

최근 새단장된 자유의 여신상 국립기념관 및 리버티 섬에서 공공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연방공원경찰, 국립 공원관리사무소(National Park Service, NPS) 및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DOI)가 사용하는 수상 경력이 있는 IP기반 디지털 영상감시 

솔루션을 공급하고자 9개의 최첨단 기술 제공업체들을 모아 팀을 구성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5017-statue-of-liberty-upgrades-system-total-recall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공공 안전과 보안 부문에서 

정부보안뉴스 국토보안 우수상(http://bit.ly/1aRWGj7)을 수상했다. 2013년에는 

보안업계협회(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SIA)로부터 STE 보안혁신 

동상(http://bit.ly/LSqD6A)을 수상한 바 있다. 

 

태풍 샌디로 인해 파손을 입은 자유의 여신상은 장장 8개월에 걸쳐 개조와 보수 작업을 거친 후, 

작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다시 대중에 공개됐다. Total Recall은 재단장 작업의 일환으로 

자사가 기부형식으로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최첨단 감시 시스템을 제안하며, 미국 연방공원 

경찰, 국립 공원관리사무소 및 DOI에게 연락을 취했다.  
 

Total Recall은 자유의 여신상 재공개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의 여신상 감시 및 보안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했다. 그 예로 구식 아날로그 CCTV 대신 최신 IP기반 디지털 영상기술을 

도입하고, 국립 공원관리사무소와 미국 연방공원경찰이 더욱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초현대적인 지능형 지휘센터를 구축했으며, 보안검사시설 같이 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영상감시 장치를 공원 곳곳에 배치했다.  
 

미국 연방공원경찰의 리버티 지구 사령관 Gregory Norman 대위는 “국립 공원관리사무소와 자유의 

여신상 국립 기념관은 Total Recall이 기부한 포괄적인 보안 시스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Total Recall Corporation 사장 Jordan Heilweil은 “이번에도 자유의 여신상 감시 시스템 

설계와 설치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면서 “미국 연방공원경찰, 내무부 및 국립 

공원관리사무소가 매년 자유의 여신상을 찾는 수백 만 명에 달하는 가족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도록 돕는 동시에 자유의 여신상에 최상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 

보안기술 공급업체들을 모아 드림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IP기반 기술과 시스템의 혁신설계 덕분에 리버티섬 주변 지역 전체는 물론, 공원 내 보안검사시설과 

메인 로비에서 자유의 여신상 왕관까지 총 393개 계단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 기술은 

공원 방문객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 미국 연방공원경찰과 국립 공원관리사무소가 

트래픽 흐름을 모니터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줄이 꾸준하게 줄도록 사람 관리를 확대하며, 페리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줄 수도 있다. 아울러 리버티 섬이나 

자유의 여신상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 응급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Heilweil 대표는 “모든 파트너들이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Total Recall이 자유의 여신상 신규 감시 시스템을 위해 선별한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다:  
 

- Axis Communications[http://www.axis.com/ ]: 거의 160대에 달하는 IP 카메라, HDTV 

품질, 우수한 야간 성능, 강력한 줌, 신뢰도 및 신중한 등장 등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BriefCam[http://www.briefcam.com/ ]: 법집행 및 보안 직원들이 수 시간에 달하는 감시 

영상을 수 분 만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특한 Video Synopsis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 DragonWave[http://www.dragonwaveinc.com/ ]: 멀티 기가비트 패킷 마이크로파 무전기를 

공급하고, 미션 크리티컬 공공안전통신을 위해 통신사 등급의 운송을 보장한다.  

- Milestone Systems[http://www.milestonesys.com/ ]: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개방형 

플랫폼 IP 영상관리 소프트웨어로,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 응급처리 요원들이 라이브 또는 녹화 

영상을 보도록 지원한다.  

- Pivot3[http://www.pivot3.com/ ]: 구체적으로 IP 영상업계를 위해 설계된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저장 및 전산 장치를 제공한다.  

- Proxim Wireless[http://www.proxim.com/ ]: 기존 시스템으로는 감시가 불가능했던 곳에 

IP 카메라를 접속시키기 위해 WORP(R) 기술을 이용해서 고역량 다면적 무선 광대역을 제공한다.  

- RGB Spectrum[http://www.rgb.com/ ]: MediaWall 2900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를 이용해 

새로운 지휘센터에 위치한 거대한 영상벽에서 여러 영상 피드를 보여준다.  

- Scallop Imaging[http://www.tenebraex.com/ ]: 6메가픽셀, 극단적인 저조도 영상 및 

왜곡되지 않는 파노라마 200° FOV를 특징으로 하는 고형상태 M6-200 IP 카메라를 통해 주변 

보안을 보장한다.  

- Winsted Corporation[http://www.winsted.com/ ]: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운영자의 

효율성과 편안함을 최대한 높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지휘센터 콘솔을 제공한다.  
 

 

이번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은 자유의 여신상 사상 최초의 100%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섬유 및 무선접속 믹스로 인해, 국립 공원관리사무소는 리버티 섬에서 낡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는 감시가 불가능했던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됐다. Total Recall은 1999년에 

자유의 여신상과 리버티 섬의 마지막 대형 보안 시스템 점검과 2004년 최신 업그레이드를 설계 및 

감독했다.  
 

Heilweil 대표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태풍 샌디로 인한 손상이 아니어도 주변 환경은 독특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 부족, 홍수 및 태풍 샌디로 인한 파손도 언제나처럼 자유의 여신상이 방문객을 

환영하도록 준비시키는 훌륭한 드림팀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욕항 관리위원회 국립공원[http://www.nyharborparks.org/visit/stli-faq.html ]에 

따르면, 매년 약 400만 명이 자유의 여신상 국립 기념관과 엘리스 섬을 찾는다고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nps.gov/stli/index.htm을 참조한다.  
 

Total Recall은 다음달 13-14일 뉴욕 Jacob K. Javits Center에서 열리는 ASIS New York 

City Security Conference and Expo에서 자유의 여신상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매체 문의도 환영하며, 연락 정보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Total Recall 소개 

Total Recall Corp.는 지휘와 제어센터, 무선접속 및 영상 네트워크 설계와 관리를 포함해 감시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 중심의 보안기술 제공업체다. 1985년에 설립된 Total Recall은 

25년 넘게 시 정부, 기업 및 단체(대형 및 소형)에 감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Total Recall은 

컨셉에서 완성까지 자사의 독점적인 CrimeEye(R) 현장 유닛을 포함해 “동종 최고” 제품을 개방형 

네트워킹 표준과 통합시키는 맞춤 솔루션을 구축,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확장성 설치와 비용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totalrecallcorp.com을 

참조한다.  
 

출처: Total Recall Corp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