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문의 : 1588-0112   www.kttelecop.co.kr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전용 어린이집 CCTV 상품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국민기업 kt가 맞춤형 CCTV시스템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입문의 : 

1588-0112   www.kttelecop.co.kr

* 동 상품은 kt와 kt telecop의 제휴 서비스입니다.

무료 맞춤형 보안설계

보안전문가가 방문하여 보육시설 별 맞춤형 보안설계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완벽한 사후관리    

CCTV는 사후관리가 핵심입니다. 소규모 중소업체가 아닌, 국민기업 kt가 정확하고 신속한 A/S를 보장해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365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으로 전문 상담 및 예약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동보안 서비스

kt ICT기술이 적용된 첨단 출동보안 서비스(옵션)를 제공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 확대를 방지합니다.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보유, 2,100여명 보안전문가를 통해 문제 발생 시, 빠른 해결 및 신속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 제출서류 지원(대행)

CCTV 설치 관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 및 업무를 지원(대행)해 드립니다.

키즈뷰는 무료 설계, 제안까지 

어린이집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며, 

어린이집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 드릴것입니다.



모니터(옵션) 

LG전자 베스트샵 정품   

•22인치 Full HD 모니터

•27인치 Full HD 모니터

•27인치 Full HD TV 

영상장비 전용 시건장치

시건장치(옵션) 카메라

200만화소 IR 블릿 카메라

실외용 

200만화소 IR 돔 카메라

실내용 

저장기기

200만화소 DVR(4/8/16ch)

•4ch  : HDD 3TB

•8ch  : HDD 6TB

•16ch : HDD 9TB
           (CCTV 12대 연결가능) 

           HDD 12TB
           (CCTV 16대 연결가능)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최대 300만원) 

구 분
과태료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법 제15조4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법 제15조4에 따른 CCTV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법 제15조4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법 제15조4 제3항에 따른 CCTV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법 제15조의5 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겨우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개정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키즈뷰는  

▶  전용 시건장치를 제공하여 영상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개인정보 보호

개정안  

영상정보는 130만 이상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       

키즈뷰는  

▶  200만화소로 1초당 10 프레임  

이상 저장, 60일 이상 저장하는  

장비 기본 제공         

영상정보 저장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해야 한다.

키즈뷰는  

 ▶ 시스템로그 자동저장

 ▶ 시스템 위조•변조 불가

 ▶ HDD 포맷 시에도  

     시스템로그 보존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개정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자는 다음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키즈뷰는  

▶ 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본 제공

영상정보 관리 및 기록

CCTV 설치 의무화

키즈뷰(Kids view)가 

정답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30만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 영상을 저장하는 CCTV를 의무적으로 2015년 12월 18일까지 

설치 완료 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키즈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미설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키즈뷰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

로보카폴리
현판, 차량
스티커 각 1개 

제공 

로보카폴리
교보재 1개 제공 

(선착순 1천명)
*별도 구매 가능

 (개당 5만원)

서비스형 CCTV
상품 25%할인

(OCT 뷰/가드 상품)

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 제공 

키즈노트
모바일 APP을 
통한 CCTV 
영상확인 

(향후 제공예정) 

출동보안 서비스 
35% 할인
(텔레캅 알람 상품)

키즈노트

키즈뷰는 주·야간에도 200만화소 Full HD 영상을 선명하게 제공합니다

• 200만화소 Full HD IR 카메라

• 스마트 IR 기능

• 최저조도 0Lux/역광보정 

• 방수/방진(실외용)

• 감시 화각(90°)/거리(5 ~ 7M)

•기본카메라 외 추가 선택 가능

• 200만화소 Full HD DVR

• HDMI/VGA 비디오 출력

•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사생활 보호 기능(특정영역 가림)

• 기 설치된 아날로그 카메라 호환

• 200만화소 Full HD 해상도 

(IPS패널) 

• 광시야각(상하좌우 178°)

• HDMI/VGA 비디오 출력 

•명암비 1000:1, 밝기 250cd/㎡

•응답속도 5ms

• 영상장비 안전 보관 

• 시건열쇠 포함

  

  

추천고객

•경제적인 가격으로 Full HD급 고화질 영상 확인/녹화  

• 첨단기술이 적용된 특화 DVR로 기 설치된 카메라 호환 가능 

(ex : 200만화소 카메라 + 기 설치된 52만화소 카메라 호환) 

•IR 카메라 적용으로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 촬영 

•소규모의 가정형 어린이집, 중•소형 어린이집 

•대형 규모의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 어린이집 등     

서비스 특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