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공지능 안전스테이션 설치도

<시청역 대합실>

<시청역 승강장>

대전도시철도 시청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I ‘3마스테이션’이 시민을 심정지, 몰카로부터 보호합니다!

인공지능 CCTV를 활용한인공지능 CCTV를 활용한인공지능 CCTV를 활용한

도시철도 역사 안전시스템도시철도 역사 안전시스템도시철도 역사 안전시스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 CCTV 활용 역사 안전시스템

01  왜 도시철도 역사에 AI 안전시스템이 필요할까?

개발배경
및 동기

연 2,672건의 사상사고,
3,763건 사회범죄 발생

일평균 4,600여명의 

교통약자 도시철도 이용

역사 전구역 관리를 

위한 인력부족

➡ 안전사고 감소,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지능형 서비스 필요

기술의
핵심요지

AI 3마스테이션 걱정마!, 꼼짝마!, 찍지마!의 AI와 CCTV 융합 안전시스템 역사

대전 도시철도 시청역, 대전역에 안전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CCTV가 역사를 상시 감시하여 이상행동, 객체추적 감지 

시 역무실 모니터링 시스템・역무원 모바일기기 알림 서비스 제공

 
CCTV로

역사 상시감시
▶ AI가 이상행동, 

객체 감지
▶ 역무실 모니터링, 

모바일 알림
▶ 역무원 출동

사고대응

02  세계최초! 국내최초! ‘3마 스테이션’ 구축

우수성,
창의성

세계최초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CCTV 영상과 결합한 안전서비스 구축

국내최초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안전시스템을 역사에 적용

인공지능 활용, 빠른 데이터 처리와 강력한 알고리즘 결합으로 안전성 향상

파급효과,
만족도

기술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 AI 모델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 현장

에서 안정적 성능 확인

-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적용 가능한소스 제공

- 상시모니터링으로

역무원 업무최소화

- 최첨단 안전기술을 

해외에 전파해 경쟁력

제고 및 수입확보

-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으로 골든

타임 확보

- 교통약자 돌봄 및 

이용편의 향상

03  실제 인공지능 CCTV 감지 사례 (‘21. 6월)

 

구분 전도 사고 휠체어 감지

감지건수 1건 215건

관련사진

04  세계로 뻗어나가는 AI 안전시스템

해외진출
안전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 성능 및 

호환성을 향상하여 해외시장 진출

현재 ADB 첼리지를 통해 태국 등으로 진출 진행중

사업확장
지속적인 영상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인공지능 

모델 개선 및 다양한 사업군까지 영역 확산

(코레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SK, ADD 등에서 관심표출)

도시철도 역사뿐만 아니라 전동차까지 범위 확대

05  인공지능 안전시스템에 이목이 집중!

한국판뉴딜 토론회 대국민 정책홍보 언론매체 보도 우수논문 선정

한국판 뉴딜에서 

도시철도 역할, AI
안전시스템 구축 발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과제로서 

AI 안전시스템 소개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

AI CCTV 활용 

안전시스템을 

주제로 논문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