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EN 헬스케어
솔루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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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통적인 의료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발전과 함께 기대
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 지출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컨설팅 업체 Deloitte¹ 에 따르면 의료 기술 분야는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15.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장 규모는 28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통합형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료 시장
의료 시장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임상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 기술 트렌드가 융합되어 스마트 의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Technavi ²에 따르면 공공 및 개인 의료 시장에서의 스마트 의료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의료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의료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의 다양한 노력들은 모든 이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 Deloitte, 2020 Global Health Care Outlook Analysis
2. Technavio, Global Smart Healthcare Market 2018-2022 Report

솔루션 구현을 위한 과제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위하여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한 통합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AV 연결 및 제어 시스템은 접근성,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일관된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의료 솔루션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하기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
의료 장비의 통합
HDR 및 그레이 스케일을 지원하여 진단 기기 고유의 화질을 손실 없이 전송
장거리 송 / 수신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기기 제어
실시간 데이터 접속
병원 인트라넷 / 클라우드 원격 접속
보안 유지
ATEN은 스마트 의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AV 연결 및 제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TEN의 솔루션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의료장비의 정밀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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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동향
IoMT 원격, 통합 스마트 의료 관리 시스템
Internet of Medical Things (IoMT)는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기술로 통합한
개념으로서 스마트 의료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환자를 돌보고 일반적인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원의 통제와 의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용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IT 기술이 융합되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의료 기기, 생체 인식 기술, 원격 진료와 같은 영역들은 이미 최신의 기술과 접목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D VR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술실에서 외과 의사들을
서포트하고, 레지던트들은 이를 통해 학습합니다.
AI, 인지 기술, 로봇 공학 등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의료 관리 및 원격 의료 영역은 스마트 의료 관리 시스템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의료용 정밀 영상기기에 대한 수요
영상 의학 분야의 발전과 함께 진단 영상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시스템의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영상 자료와 임상 보고서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술의 확보가 이슈로 떠올랐으며 의료 산업 전반에 걸쳐 영상 의학 장비를 사용한 진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진단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의 관리는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 사항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신호의 손실이나 지연 없이 4K 화질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AV 장비의 확장 외에도 KVM 스위치와 같은 다른 인프라와의 연결을 위한 장비들도 필요한 해상도와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화로 인한 의료 정보 보안
의료 정보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더욱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체계의
디지털화와 함께 종이 없는 병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분야의
데이터 관리와 환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치와 정부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서 헬스케어 솔루션은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 간 IT 시스템 인프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다양한 환자 요구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수의 병원은 범용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료 기록 보안을 위해서 정부나 군사 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안 KVM 스위치가 범용 네트워크상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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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헬스케어 솔루션
ATEN은 높은 정밀도의 비디오 데이터 송수신과 완벽한 시스템 컨트롤을 위한 제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원격 시스템 모니터링, 제어를 위한 컨트롤 룸, 비디오 월 구축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진단 이미지 소스 접속을 위한 비디오 확장
•장비 제어를 위한 신호 분배 및 확장

응용 예시
ATEN 솔루션

1

컨트롤 룸 /
원격 관리, 제어를 위한 비디오 월

모듈 매트릭스
스위치

2

PACS / 바이탈 사인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실시간 수술 데이터 전송

컨트롤
시스템
모듈 매트릭스
스위치

비디오
연장기

KVMP 스위치

3

검진 기관을 위한 제어 솔루션

KVM over IP
스위치

KVM over IP
콘솔 스테이션

4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정밀도 높은
신호 확장 기능

HDBaseT™ KVM
연장기

ATEN의 장점
ATEN 헬스케어 전용 AV 신호 연장 / 컨트롤 솔루션은 하기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원활한 장거리 신호 전송 / 확장
ATEN Seamless Switch™ 솔루션은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지연
없는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며 HDBaseT™와 Over IP 접속을
통해서 중요 의료 애플리케이션 접속과 미디어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최고 True 4k 수준의
뛰어난 커스텀 비디오 월 구축
ATEN 솔루션은 최대 4K @60Hz (4:4:4), HDR,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지원하여 영상 의료 기기 애플리케이션과 비디오 월
출력에 필요한 최고 해상도와 정밀도 높은 비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업무 최적화를 위한 최적화 설계
ATEN 솔루션은 사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통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쉽고 빠른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인 워크 플로우를 구축하세요.

의료 기기 및 모니터링 장비와의
원활한 통합
모든 ATEN 솔루션은 EMI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PACS 및 ECG
장비, MRI / CT 스캐너,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APS 시스템, EMR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반 의료, 모니터링
장비와 통합할 수 있어 의료 기기와 의료 IT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 및
원격 접속 관리
ATEN은 강력한 보안 수준과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원격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편의에 맞는 데이터 접속 권한 관리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른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기능
ATEN 솔루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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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의학 분야

실시간 수술 제어, 원격 모니터링, MRI 진단
현재 한 병원은 진료와 수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첨단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집도의가 착용한 헤드 마운트에서 송출되는 실시간 영상, 환자의 바이탈 정보, 의료 기록, MRI 이미지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PACS)
등의 콘텐츠를 병원 내부의 다양한 위치에 전송,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암과 뇌 기능 장애의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원격으로 최첨단 MRI
유도 방사선 치료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요 사항

ATEN 솔루션

병원의 어떤 위치에서도 의료 영상의 송수신 가능

ATEN은 단일 케이블을 통해 장거리에서도 안정적인
화질과 즉각적인 시스템 컨트롤을 제공하며 ATEN
만의 독자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해상도를 자동
전환하여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고화질 이미지의 안정적인 송수신

ATEN의 솔루션은 타 장비와의 호환성이 탁월하며
기능 통합적인 측면이 우수하여 비용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ATEN HDBaseT KVM 연장기를
활용하여 지연 시간 없이 무손실 MRI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료 장비와의 호환성
사용하기 편리한 의료용 미디어 관리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맞춤형 솔루션

VM5404H

VE812

CE920

4 x 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HDMI HDBaseT 연장기
(4K@100m) (HDBaseT Class A)

USB DisplayPort HDBaseT™
2.0 KVM 연장기 (4K@100 m)

*제품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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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의료 컨트롤

의료 장비 모니터링 및 원격 관찰
유럽의 한 병원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앙 통제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및 다인용
병실을 설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ECG 장비 컨트롤, 의료 기록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위한 3X3 비디오 월
까지 통합적인 환자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필요 사항

ATEN 솔루션

3X3 비디오 월 디스플레이를 위한
장거리 4K 분배 솔루션
다양한 의료 기기, 환자 관찰 등의 입력 소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어 방법의 필요
빠른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 모니터링 솔루션

ATEN의 솔루션은 PC, 현미경 카메라 뿐만 아니라
심전도 및 기타 검사 장비 호환이 가능한 장거리 4X4
비디오 월 4K HDMI 출력을 지원하며 다양한 휴대
기기 접속을 지원합니다. 의사들은 수신된 비디오 월
이미지를 통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영상 의학 장비에 접근하고 의료 기록을 작성 공유할
수 있습니다.
ATEN의 솔루션은 기존의 화상 회의 시스템과도
원활하게 연결 통합이 가능하여 환자의 의료 기록과
상태를 다른 병원에 전송하여 즉각적인 논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VM1600A

VK2100

CS1644A

VE800A

16 x 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ATEN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4-포트 USB DVI 듀얼 링크
듀얼 디스플레이/오디오 KVMP™ 스위치

HDMI Cat 5 연장기
(1080p@40m)

*제품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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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의료 및 수술 트레이닝
현직 의사 및 의학도의 교육을 위하여 최소 침습 수술*(minimally-invasivesurgery)의 원격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들 강의실은 모두 몇 백 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실시간 관찰 및 시연, 커뮤니케이션, 가상 현실 스테이션, 강의실 컨트롤과 같은 다양한
통합 멀티미디어 교육으로 실제와 같은 숙련도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 복부에 0.5~1.5cm 크기의 작은 구멍(절개창)을 한 개 또는 여러 개 내고, 그 안으로 카메라와 각종 기구들을 넣고
시행하는 수술 방법

필요 사항

ATEN 솔루션

수술 시연을 위한 미디어 송출 시스템

ATEN 솔루션 Seamless Switch™은 무손실 장거리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ATEN의 FrameSync
기술은 프레임 최적화 기술로 VR 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최고 해상도에도 끊김 없는 비디오 퀄리티

DVI와 HDMI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며, 학생과
강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비디오 소스에 연결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VI, HDMI 출력 지원
현장 및 컨트롤 룸의 입출력 관리가 용이하고
여러 출력 대상에 지연 없이 출력 분배 설정이 가능한
스위칭 시스템

VM1600A

VE600A

VE811

16 x 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DVI/오디오 연장기
(1920 x 1200@40m)

HDMI HDBaseT 연장기

*제품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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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관리

실험실 자동화 및 의료 진단
한 생명 공학 회사에서는 의학 실험을 위한 실험실용 자동화 시스템(APS : Automatic laboratory Processing System)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혈액 검사기와 컴퓨터를 관리하며 단순 입력을 담당하는 조작자의 편의를 위해 실험실 간의 이동을 줄이고
중앙 제어를 통해 기기 간 이동 없이 정보를 취합하고 편리하게 작업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요 사항
기존 고객이 사용하던 APS 시스템과 통합 가능해야 함
여러 테스트 스테이션의 관리 효율성과 비용 절감
한 화면에서 여러 테스트 머신 컨트롤
중앙 집중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스템 보안 확보

ATEN 솔루션
ATEN 솔루션은 하드웨어 기반으로서 APS에 타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어 보안에 뛰어나며 KN
장비를 통해 모든 스테이션에 쉽게 접속하여 기기
관리 및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입력 소스 배치를 통해 조작자는 하나의
모니터에서 최대 64개의 스테이션 확인이 가능하며,
쉽게 해당 스테이션 컨트롤이 가능하고 공간 절약형
디자인 설계로 벽면이나 책상 밑 기타 다양한 위치에
기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한된 공간에 여러 대의 PC나 노트북 설치

KN8132V

KA8278 / KA8280

KA7170

1-로컬/8-원격 32-포트 Cat 5
KVM over IP 스위치
with 버추얼 미디어 (1920 x 1200)

KVM over IP 콘솔 스테이션

USB VGA KVM 어댑터
(KH, KL, KM, KN)

*제품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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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에 대하여
ATEN International Co., Ltd.,는 1979년에 설립된 AV/IT 연결 및 관리 솔루션의 선두 주자입니다. 통합 KVM, 프로페셔널 AV 및 지능적인
전원 솔루션, ATEN 제품의 연결, 관리를 제공하며 기업, 정부, 교육, 방송 및 미디어, 그리고 교통 환경 분야에 AV / IT 장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ATEN은 570개 이상의 국제 특허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로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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