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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에이(alt-a)는�대안의�첫�번째라는�뜻의 Alternative-A의�줄임말로써,
혁신적�교통�시스템의�첫�번째�대안이�되고자�하는�창업자들의�철학을�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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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개요

 PROBLEM

문제점

 SOLUTION

솔루션

 PERFORMANCE

성�과

AI 교통인프라�디바이스�및�교통데이터�분석�플랫폼�라이센스�판매
지역�기반�네비게이션�서비스�제공 (Local-based Service)
골목길�교통현황�반영�경로�추천�서비스�제공 (API - Affiliate sales)

 BUSINESS MODEL

비즈니스�모델

기존 CCTV 인프라를�그대로�활용한�초단기 AI 교통인프라�구축�솔루션�제공
딥�러닝�기반�영상처리�프로세싱
AI 기반�교통인프라스트럭처
AI 기반�골목길�특화�교통현황�분석�알고리즘

글로벌�지도�포털�시장에서�골목길의 교통데이터�수집�인프라�전무

UN, OECD, 행정안전부, 서울시가�선정한 대한민국 1위�스마트시티�스타트업
골목길�내�이동�객체�학습데이터 35,000개�확보
서울시 3개�지자체, 충청북도, 단국대학교�내�레퍼런스�확보
골목길�교통데이터�활용, KT 아현지사�화재�조기진압�성공 (2018)



Business Overview
비지니스�오버뷰 알트에이는�기존 CCTV 인프라를�지속�가능하게�활용하여,

골목길�내의�교통�인프라를�구축하고�있습니다.

기존 CCTV 인프라�활용 수집�교통데이터 API

SolutionMarket Business

CCTV 업그레이드�모듈 AI 교통인프라스트럭처 골목길�내비게이션�서비스V2X 통합�관제�플랫폼

객체�인식�알고리즘�탑재
KISA 지능형 CCTV 인증

Edge computing module

알트플러스

실시간�교통데이터�모니터링
시설물�원격�제어�및�관리

V2X traffic platform

알트콘솔

불법�주·정차�감지�시스템
AI 보행자�감지�시스템

AI traffic infrastructure

알트세이프

골목길�내�교통데이터�기반
로컬형�내비게이션�서비스

Local navigation service

알트고



Business Step
알트에이는�교통�인프라�분야�시장�진입에서 성공적인�레퍼런스�결과를�도출하였고,
본격적인�시장확장을�준비하고�있습니다. 

비지니스�단계

전국�광역시·도

STEPB

지자체 B2G 도입

AI 교통인프라�확장
수집된�골목길�내

STEPC

물류·배송�분야 B2B 사업

교통데이터�비지니스
모빌리티�분야

STEPD

커넥티드�카�관련�기업 B2B 사업

데이터 API 제공
개발,특허,인증

STEPA

 완료�검증기간(2년)

파일럿�테스트

Current stage

서대문구
금천구
강서구
진천군

53
4

3
2

인프라�설치�현황

(2019년 11월�기준)

개소61



First KPI
알트에이는 서울시�내 20개�구�골목길에 AI 교통�인프라를�구축하는�단기적 KPI를�실행하고�있습니다.달성지표

서울특별시

80%
골목길�내 AI 교통인프라�구축

Goals2019년

61개소 800개소

서울시 20개�구�내 800개�이상의 AI 교통�안전�시설물·통합관제플랫폼�설치



알트에이는 골목길�교통환경을�혁신�중 입니다.문제점

Problem

어떠한�정부·기업�지도�포털에서도
골목길 교통데이터는�전무한�상황입니다.

클라우드�내비게이션�서비스조차도�골목길의
교통�현황�정보를�해결하지�못�하고�있습니다.

골목길�내 교통데이터�수집�장치�전무

골목길�내 교통�현황�분석�기술�부재

골목길�내�사유부지로�인한 관리�명분의�부족

골목길�내에서 동시�접속사�수의�부족

접속�중인�사용자의 차량�종류�확인�불가

교통�흐름 방해�정보, 도로�통행 가능�상태�확인�불가

교통데이터�부재



골목길은�도로교통법이�적용되지�않는 도로�외�구역이기에
정부로부터�직접적인�관리가�어려운�공간입니다. 

골목길의�면적은�국내의�토지�중 58.8%이고,
국내�전체�교통사고�중 29.8%나�차지합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내�이면도로�면적 2017-9]

면적

29.8 %
[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종류별�교통사고현황 2016]

교통사고

골목길�면적�중 40% 이상�사유�부지

불규칙한�도로�형태로�인한 기존�첨단시설물�적용�불가

대기업�입찰�제한�시장이기에 새로운�솔루션�도입의�부재

볼록거울, 과속방지턱과�같은 구시대적�시설물만이�존재

좁은�도로�면적으로�인한 다수의�사각지대�존재

식당가, 생활권이기에 보행자�밀집�구역이며�안전에�취약

알트에이는 골목길�교통환경을�혁신�중 입니다.문제점

Problem



알트플러스는�기존 CCTV에�연동되어  분석된�교통�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지능형 CCTV로�업그레이드�할�수�있습니다.
또한�수집된  교통데이터를 LPWA 네트워크를�통해�실시간으로�전송합니다.

Edge computing module

CCTV 지능화 모든 CCTV 연동 IoT 솔루션

KISA 지능형 CCTV
솔루션�인증

KC인증�알트플러스
R-R-aT3-SAD

Solution
기존의 CCTV 인프라를�그대로�활용�가능한�솔루션 알트플러스

알트플러스 V시리즈  | SVD-19101



알트플러스는 CCTV 영상�내�물체를�구분하여�감지하고, 이를�기반으로�교통�데이터를�수집합니다.특장점

알트에이�지능형 CCTV 솔루션
ALT-PLUS_VA01

감지�교통데이터�전송
교통�관리�플랫폼으로�연계

배회, 침입, 쓰러짐 3가지�상황에�대하여�진행. 91.4/90.7/96점으로�시험�통과�및�인증

Solution



알트플러스의 CCTV 물체�인식�기능을�활용하여, 다양한 AI 교통�인프라스트럭처를�파생시킬�수�있습니다.

알트세이프는�골목길에�특화된�인공지능�교통안전�시설물�브랜드입니다.
KT아현지사�화재�등의�재난에서�그�효용성을�입증하여�시설물�분야�행정안전부�전국�챔피언에�선정되었습니다.

OECD 선정�대한민국
IoT 활용�혁신사례

행정안전부�주민생활
혁신�챔피언�선정

AI traffic infrastructure

주·정차�관제 스쿨존�감지보행자�감지

알트세이프  | 불법�주·정차 감지�시스템

Solution



알트플러스의�골목길�교통데이터�수집�기능을�활용하여, 관리자용�교통관제�플랫폼을�제공합니다.

성산로17길 17

감지�영역
현장 CCTV 화면�내�감지�영역�표시

기기�설정

CCTV 스피커 로고젝터LoRa 전광판

23 감지�모드

현장�상태

정상�운영�중 운영�시간
운영�일시 2019-07-11  18:22

3시간 30분

불법�주·정차�감지�시스템

개소�별�상세보기

차량�정보

정�체
개소�정보

보�통
보행자�정보

여�유

Traffic data platform

교통데이터원격�설정

알트콘솔은�보행자�유동량, 불법�주·정차�등의�실시간�정보를�기반으로
골목길에�특화된�유용정보를�제공하는�통합�교통�관제�플랫폼입니다.

Solution



알트에이는�골목길의�교통데이터를�구축하고, 이를�기반으로 다양한�서비스를�준비하고�있습니다.

알트고는�골목길의�경로�안내가�가능한�지역�기반(LBS)의�내비게이션�서비스입니다.
본�서비스로�지역�물류�업계의�순환율을 20% 이상�향상�시킬�수�있습니다.

local based navigation

배송업체물류업체

Solution



알트에이는 UN의 SDGs CITYPRENEUS에서 1위에�선정된�팀입니다.

UN SDGs
CITYPRENEURS 우승

서대문구·강서구·금천구 61개소

OECD 선정�대한민국
IoT 활용�혁신사례 

행정안전부�주민생활
혁신�챔피언�선정

서울특별시
혁신�사례�선정

Newcities 스마트시티
글로벌�이노베이터�선정

불법�주·정차�수�지속적�감소
쾌적한�교통환경�제공

현장�단속�시간�감소 
기존 4시간에서 5분�내로�감소

사각지대�보행자�사고율�감소 
운전자�사각지대�보행자�안전확보

코너구간�차량�진입속도�저하
과속�차량�저하�및�안전�경각심�상승

Award-Winning.

Effect of installation.

Solution
설치효과



History
걸어온길

Sparklabs 2차�투자

TIPS 선정

뉴시티서밋 2017 Smart City
글로벌�이노베이터�선정

서울산업진흥원 실증사업�선정

11월

10월

6월

5월

KISA 지능형 CCTV 인증

UN URBAN
INNOVATION CHALLENGE 우승

스마트시티�서밋�아시아(SCSA 2018)
전시

서울시�서대문구
긴급통행로 IoT 주차관제시스템�도입

12월

10월

9월

1월

연세기술지주 Pre-A투자

충북 진천군�시범�설치�수주

LG전자 B2B 영업부�파트너�쉽�체결

서울 금천구, 강서구�시범�설치�수주

OECD 선정�대한민국�혁신사례
서대문구 IoT 스마트시티�선정

서대문구 혁신�챔피언 인증패�수상
주민생활�혁신사례�우수�사례�선정

행정안전부 전국�챔피언
프로젝트�선정
 
서울시청 우수프로젝트 10선�선정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4월

BIG3분야�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지원사업 선정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육성사업 선정

TTA GS 1등급�인증

신한�퓨처스랩 6기�선정

서울 양천구�시범�설치�예정

서울 금천구�확대�설치�예정

서울 강서구�확대�설치�예정

7월

6월

2월

3분기

Sparklabs IoT 1기 Seed 투자

알트에이(ALT-A) 법인�설립

MWC 2016 전시�참가

11월

2월

벤처기업 뉴시티서밋�스마트시티�부문 UN SDGs OECD 대한민국 IoT 전국�광역시·도

한국�대표�글로벌�이노베이터 CITYPRENEURS  1위 스마트시티�혁신사례�선정 AI 교통인프라�확장알트에이�설립



Certification
특허�및�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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