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커넥티드 카 시대의 깃발을 세상에 꽂을 알트에이 입니다.

www.alt-a.net

(주)알트에이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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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 ABOUT US ]



ABOUT US I  정체성

알트에이(alt-a)는 대안의 첫번째 라는 뜻의 Alternative-A 의 줄임 말로서,

혁신적 교통시스템의 첫번째 대안이되고자 하는 창업자들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알트에이.



ABOUT US I  비전

We are ALT-A to put up a flag of the Connected -Car era over the whole world.

우리는커넥티드카시대의깃발을세상에꽂을알트에이입니다.OUR VISION



ABOUT US I  회사 개요

인프라가인프라를만든다.
[ 人+pride ] [ infra ]

회사명 (주)알트에이

주요서비스 알트플러스, 알트세이프, 알트콘솔, 알트고

주요사업 첨단 안전시설물· 교통 관리 플랫폼· 교통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www.alt-a.net

대표이사 이태우,  안형준

설립일 2016.11.24

주소 경기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413호

직원수 10명



What we do.
[ OUR BUSINESS ]



알트에이 사업분야

What we do

첨단안전시설물제작

Smart facility

기존CCTV 업그레이드

Infra upgrade

교통데이터제공

Traffic data API



알트에이 비즈니스오버뷰

What we do

‘교체’ 없이 ‘업그레이드’

알트플러스

CCTV를 지능화하는 알트플러스

교통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첨단 안전시설물

알트세이프

‘첨단안전시설물’ 과 ‘교통플랫폼’으로의 연계

사유지, 골목길 교통데이터

교통데이터API 제공

새로운 데이터를 입히다

알트고

V2X시대 도래를 체험할 교통관리 플랫폼

알트콘솔

골목길, 사유지
교통데이터 제공

Maps, Navi 서비스의 혁신

기존 방범용 CCTV



알트플러스는 기존의 설치된 CCTV에 연동하여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교통 상황 및 분석 교통데이터를 LPWA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Our solution

‘교체’없이 ‘업그레이드’
알트플러스.



알트세이프는 알트플러스의 특정 물체 감지 기술을 통해 보행자, 차량, 불법 주· 정차량 등의

객체를 감지하여 다양한 첨단 안전시설물로 파생시킨 알트에이만의 시설물 브랜드 입니다.

Our solution

교통데이터 수집, 첨단 안전시설물
알트세이프.



알트콘솔은 알트세이프가 적용된 공간의 실시간 교통 환경 정보, 보행자 및 차량 현황,

제품 동작 상태,  기간별 통계 데이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프로그램입니다.

Our solution

V2X 교통 관리 플랫폼
알트콘솔.



알트고는 알트세이프 통해 수집되는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입니다.

기존에 수집되지 못한 골목길과 사유지의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로를 안내합니다.

Our solution

새로운 데이터를 입히다
알트고.



Why alt-a.
[ OUR BUSINESS ]



Why alt-a

67%

국내 교통사고 중 67%는(756,680건)

‘사유지’와 ‘골목길’에서 발생합니다.

사유지와 골목길은 교통데이터의 부재로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와 골목길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구시대적인 시설물만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왜 알트에이 솔루션을
도입해야할까요?

‘사유지’ 와 ‘골목길’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이기에

안전에 대해서 취약하며, 교통데이터의 수집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Why alt-a

알트플러스는기존에설치된, 시장에존재하는방범용 CCTV를지능화시킵니다.

알트플러스를 통해 기존 설치된 CCTV를
업그레이드할수있습니다.

알트플러스는 기존 방범용 CCTV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커넥티드 카 시대에 어울리는 알트에이만의 인프라 솔루션 입니다.

오브젝트종류별구분가능 주변교통상황수집가능



Why alt-a

첨단안전시설물 : 알트세이프

알트세이프를 통해 사유지와 골목길에
첨단안전시설물이도입되고있습니다.

알트세이프는 업그레이드 된 기존 CCTV를 기반으로 사유지와 골목길에 최적화된 첨단안전시설물 입니다.

사각지대보행자감지시설물

우회전 코너 구간
합류지점 횡단보도

소방차도로확보시설물

소방도로· 긴급차량통행로
골목길 주· 정차금지구간

교차로차량검지시설물

비 신호 구간 교차로

회전교차로보행자감지시설물

이면도로 회전교차로 교통취약 공간

CUSTOMIZE



Why alt-a

이제는 알트에이의 솔루션으로
교통데이터수집이가능합니다.

알트에이의 솔루션을 통해 사유지와 골목길의 교통데이터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와 커넥티드-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데이터제공

실시간 교통상황,

예측 교통 혼잡도, 도로 이용률

데이터수집

도로교통법 사각지대

‘사유지’ / ‘골목길’ 내

데이터제공 C-Level

보행자 유동량,

이동 방향, 혼잡도

보행자 데이터

차량 속도, 통행량,

이동 방향

차량 데이터

골목길, 사유지

불법 주· 정차 현황

불법주차데이터

차도 공사 현황,

차로 봉쇄

도로상황데이터



알트에이 솔루션 도입
서대문구골목길교통취약 53개소.

알트에이의 솔루션은 신촌 먹자골목을 포함한 서대문구 골목길 중

교통 취약 장소 53개 구역에 도입되어, 2018년도 서울시청 우수프로젝트에 선정되었습니다.

Why alt-a



시범 설치
레퍼런스확대.

알트에이는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인프라 확장을 검토 중이고,

세종시, 원주시 등 다양한 지자체로의 확대 설치를 준비중입니다.

2020년

서울시 면적 80%
인프라확보

알트에이는 2020년까지서울시 20개이상의구청(80% 이상)에인프라를확보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인프라설치검토중

Why alt-a



Story.
[ OUR ROAD ]



알트에이의
걸어온길.

Story 2019년

서울 강남, 금천, 성동구 시범 설치 계약 수주

강원 원주 시범 설치 계약 수주

지자체레퍼런스설치확대

UN Urban innovation challenge 우승

KISA 지능형 CCTV 인증

서울서대문구 알트세이프 시스템 도입

스마트시티서밋 SCSA 2018 전시

Sparklabs 데모데이

TIPS 선정

서울산업진흥원실증사업 선정

뉴시티서밋글로벌 이노베이터 선정

MWC 2016 알트세이프 전시

Sparklabs IoT 1기 Seed 투자

알트에이법인설립

2017년

2018년

2016년

UN 도시문제해결
청년창업경진대회우승.

뉴시티서밋 스마트 시티
글로벌이노베이터선정.

MWC 2016 전시참가.



관련 업체 파트너십.

Story

알트에이는 CCTV관련 회사, 시공 및 설치 회사, 유통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Thank you.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