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 기술 연혁

• 주요 사업



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나 무 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등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 할수 있도록 한법안

의료분쟁상담현황 연도별의료감정처리현황

일평균 : 해당연도전체상담건수÷365 최근5년간의료분쟁으로감정처리된사건중에는외과는수술(38.4%) > 처치(21.8%) >진단(12.0%)순으로의료분쟁발생

출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1.4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 의료법 개정안(대안) 주요내용

1.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 해야 한다.

이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2.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 시 의료 기관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의료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 할 수 없다.

3. 의료 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30일 이상 보

관해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 하는 경우,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또는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병원 수술실 CCTV 영상정보보안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CCTV영상보안저장(암호화) 및 안전한 영상 반출을
지원하는 영상정보보안 전문 시스템 입니다.

실시간 암호화로 저장 영상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하여
의료진 및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퀵-마스킹 기능으로 객체를 자동 탐지하여 마스킹 함으로써
실시간/저장된 영상 내의 개인정보보호

영상반출관리서버를 통한 반출 이력 관리로 계정별 접근 권한에 따른
필요한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내부접근통제

영상 내 위 변조 방지 기능(이미지 or 텍스트) 워터마킹 지원
영상 공격(압축,변조)에도 제로 워터마킹 기법 적용



경기도의 힘찬병원은 2021년 6월부터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 25실에 CCTV설치 완료

CCTV 녹화는 희망하는 환자에 한해 사전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이 되며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지정된 보호자 1인만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수술 장면 시청이 가능

녹화된 영상은 환자 동의 하에
14일간 보관 후 폐기할 방침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후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80%가 만족한다는 반응

신체적 노출에 대한
영상데이터의 녹화와 보안 필요성 대두



• 시스템 소개

• 시스템 개요

• 시스템 구성

• 시스템 사양

• 소프트웨어 구성



병원 수술실 CCTV 영상정보보안 시스템은 필요한 시점에만 CCTV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CCTV 영상정보의 외부반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보안 솔루션으로 반출영상을 암호화 하여 보관,  반출 함으로 반출영상을 안전하게 보관 및 유출 방지를 구현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개인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

• Human&Face Detection
(객체탐지)기능 제공

• 자동객체 추적 및 수동객체 추적
기능 제공

• 다양한 녹화 컨트롤 기능 제공

• 보호자가수술장면시청시노출방지를
위한 실시간퀵마스킹기능

• 수술영상저장시실시간영상고속
암호화저장 (경량암호화모듈지원)

• 수술장면노출방지를위한이미지및
텍스트워터마크기능지원

• 수술장면영상공격(압축,변조)에
강인한제로워터마킹

• 영상에대한무분별한열람및외부유출
을원천차단 하기위한영상접근통제

• 영상반출및파기여부확인기능

• 저장된영상데이터실시간암호화로디
스크분실/도난발생시에도영상데이
터열람불가

• 반출영상에대한스크린/영상캡쳐등
제어

• 영상 열람 현황 및 영상반출 내역
통계 레포팅 제공

• 반출된 영상에 대한 전용 플레이어 제
공으로 영상 접근제어 가능

• 녹화된 수술실 영상에 대한 검색 및 열
람/반출 가능

• 영상 편집 기능을 이용한 분할 저장 가
능 (반출 매체인 DVD 용량 제한으로
인한 용량 자르기 지원)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개인프라이버시 완벽 보호

영상 위•변조 방지 및 안전한 영상반출관리

고화질 대용량 영상의 고속 암/복호화 기능

계정별 접근권한에 따른 필요한 정보만 제공
for Operating Room



SecuWatcher For operating room 솔루션은 녹화컨트롤모듈, 영상반출검색 모듈과, 영상암호화모듈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 구축된 CCTV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한 최적화된 시스템 입니다.



병원 수술실 CCTV에서 폐쇄 망을 통한 수술 영상 열람실 망 구성도



제품구분 분류 16CH 32CH 64CH

SecuWatcher for 

OR

영상반출시스템 SW SW-OPR Management System / SW-Masking

영상저장시스템

<NVR>

SW SW-ENC Manager System

HW

NVR_16CH

- 16채널 라이선스

- Full-HD 모니터링 / PTZ 제어 / 재생 / 백업

- i9, 3.7GHz, 10코어, 20스레드

- DDR4 16GB

- NIC : Gigabit Ethernet 1Port

- Power : 850W Single Power Supply

- OS SSD : M.2 NVMe 500GB x 1EA

- OS : Windows 10 64bit Professional

- Case : 4U 6Bay Rackmount

- GPU : RTX 3070

NVR_32CH

- 32채널 라이선스

- Full-HD 모니터링 / PTZ 제어 / 재생 / 백업

- i9, 2.9GHz, 16코어, 24스레드

- DDR4 32GB

- NIC : Gigabit Ethernet 1Port

- Power : 850W Single Power Supply

- OS SSD : M.2 NVMe 500GB x 1EA

- OS : Windows 10 64bit Professional

- Case : 4U 6Bay Rackmount

- GPU : RTX 3070

NVR_64CH

- 64채널 라이선스

- Full-HD 모니터링 / PTZ 제어 / 재생 / 백업

- i9, 2.9GHz, 24코어, 32스레드

- DDR4 32GB

- NIC : Gigabit Ethernet 1Port

- Power : 850W Single Power Supply

- OS SSD : M.2 NVMe 500GB x 1EA

- OS : Windows 10 64bit Professional

- Case : 4U 6Bay Rackmount

- GPU : RTX 3070

보관기간에 따른 HDD 산정 (24hour * 1 IP Camera * 60일 보관 = 1TB HDD) / 시스템에 별도 장책 필요

SecuWatcher for OR

구축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군

IP카메라 H/W

1/2.8”, 2.8~12mm VariFocal LENS, PIP Bullet Camera

- 촬상소자 : 1/2.8 Inch 2.3 Megapixel CMOS Sensor

- 유효화소수 : 1920(H) x 1080(V)

- LENS : 2.8 ~ 12mm Motorized Auto Zoom(4배줌)

- 적외선 LED : 30m

- Function : 역광보정,하이라이트 역광보정,영상회전,사생활보호 화면가림방지,움직임방지,안개보정,렌즈왜곡보정oE, 24IR

방화벽 H/W

4Core 2.2GHz

DDR4 4GB, HDD 8GB

Log HDD : 500GB

FW Throughput : 12G

Concurrent Session : 2,000,000

4Core 2.2GHz

DDR4 8GB, SDD 250GB

Log HDD : 1TB

FW Throughput : 12G

Concurrent Session : 5,000,000

8Core 2.2GHz

DDR4 16GB, SDD 250GB

Log HDD : 1TB

FW Throughput : 12G

Concurrent Session : 9,000,000

네트워크

스위치
H/W

L2 스위치 : 10/100/1000Mbps TP 24 Port, SFP 4 Port, POE Support

L3 스위치 : 10/100/1000Mbps 24 Port, 10Gbps 8 Port, 1Gbps 24 Port

✓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양은 제조사/공급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일괄 구축을 위해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일괄 제공/공급/납품 가능합니다.
※ 폐쇄망 구축 상황에서 구축임으로 네트워크 공사 등의 실사는 반듯이 필요합니다.



✓

구 분 구 성 기 능

Secuwatcher for OR

WEB

영상 반출/열람 시청

영상반출/열람 및 시청 신청

영상반출/열람 및 시청 신청 관리

영상 실시간 시청

사용자 및 관리자 관리

반출/열람 및 시청 이력 관리

영상검색
영상 검색

검색 영상 반출 및 열람

Engine

영상분석 엔진 행동 인식

Record Control
풋 스위치

WEB 버튼 컨트롤

Mobile
영상 반출/열람 영상 반출 및 열람 신청관리

인증 2단계 인증 기능

Secuwatcher for CCTV

Export

객체 마스킹 엔진

자동 객체 탐지

선택 객체 탐지

수동 객체 탐지

전체 마스킹

영역 마스킹

미리보기

영상 편집 엔진

잘라내기

이어 붙이기

중간 저장

DRM

재생 횟수, 기간 설정

재생 암호 설정

영상 암호화

Player 영상 플레이

영상 복호화

재생 횟수, 기간 관리

캡처 방지(블랙아웃)



• 주요 기능

• 세부 기능



✓



✓



✓ –



✓ –



✓ –



✓ –



✓ –





















보호자의 수술 장면 실시간 시청 및 저장된 영상 열람시 퀵 마스킹 기능 적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영상 내 의사,의료진,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킹 작업으로 자동객체탐지/수동객체탐지 기능 탑재



영상의 위 변조를 방지 하기 위한 워터 마킹 기능을 제공하여 영상 내에 삽입할 이미지나 텍스트를 입력 및 방향 설정 기능



• 주요 고객사







1. 객체 탐지

•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개인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 • 제공

• Human&Face Detection(객체탐지)기능 제공 • 없음

• 자동객체 추적 및 수동객체 추적 기능 제공 • 제공

2. 녹화 컨트롤 • 다양한 녹화 컨트롤 기능 제공 (풋 스위치, 모션 인식, 웹 컨트롤) • 없음

3. 워터 마크 • 수술장면 노출 방지를 위한 이미지 및 텍스트 워터마크 기능 지원 • 제공

4. 수술 시청 및 퀵 마스킹 • 보호자가 수술장면 시청 시 노출 방지를 위한 실시간 퀵 마스킹 기능 • 없음

5. 영상 암호화 • 수술 영상 저장 시 실시간 영상 고속암호화 저장 (경량 암호화 모듈 지원) • 모듈 제공

6. 영상 접근 통제

• 영상에 대한 무분별한 열람 및 외부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영상 접근 통제 • 제공

• 저장된 영상 데이터 실시간 암호화로 디스크 분실/도난 발생시에도 영상 데이터 열람
불가

• 제공

• 영상 반출 및 파기 여부 확인 기능 • 없음

• 반출 영상에 대한 스크린/영상 캡쳐 등 제어 • 없음

7. 영상관리

• 영상 열람 현황 및 영상반출 내역 통계 레포팅 제공 • 제공

• 반출된 영상에 대한 전용 플레이어 제공으로 영상 접근제어 가능 • 제공

• 녹화된 수술실 영상에 대한 검색 및 열람/반출 가능 • 없음

• 영상 편집 기능을 이용한 분할 저장 가능 (반출 매체인 DVD 용량 제한으로 인한 용량
자르기 지원)

• 없음



CONTACT 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