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산업/재난연구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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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IT솔루션 전문기업
재난방송연계/전송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재난방송 통보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지진분석시스템 구축 및 개발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개발
태풍현업시스템 구축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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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티밸리㈜ 는 국가 및 사회 재난의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키고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창의적인 재난방재IT 연구개발과
재난방재 기술제품화의 가치를 높여 고객감동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분야로는 기상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지진 및 기상청 태풍 관련 시
스템의 개발,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진 및 방재관련 주요사업/학술연구용역사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국내
어느 기업보다 전문적이고 우수한 연구능력,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istory
주요수행사업

울릉도 해저지진계 설치사업 (기상청,2006)
재난방송자동자막송출시스템 (KBS,2009)
재난방송온라인 기능보강 자동자막 구축 (MBS,SBS,2011)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방송통신위원회,2011-2013)
지진조기분석시스템 개발 (기상청,2011-2013)
U-IT 기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2012)
전력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한국전력공사,2012)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기능개선 (서울시,2012)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기능보강 및 고도화 사업 (행정안전부,2012-2015)
가속도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 (행정안전부,2013)
지진피해대응 정보제공시스템 (전력연구원,2013)
지진조기경보 전용 통보시스템 구축 (기상청,2013)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관련사업 (행정안전부,2013-2015)
지진조기분석통보시스템 통합구축 (기상청,2014)
해양기상방송 유지보수 (기상청,2014)

통합지진감시시스템 구축 (한국수자원공사,2014)
지진피해대응 정보제공 시스템 웹서비스 개발 (한국전력공사,201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기상청,2015)
선진 태풍예보시스템 구축 (기상청,2015)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기상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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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 (기상청,2016)
국가지진화산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기상청,2016)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 (기상청,2016)
통합 레이더정보 플랫폼 구축 (기상청,2016)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 연구용역 (기상청,2017)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기상청,2017)
지진 화산 재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안전부,2017)
태풍현업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기상청,2017)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기상청,2018)
지진화산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기상청,2018)
통합 레이더정보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기상청,2018)
지진 화산 재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행정안전부,2018)

History
학술연구용역

실시간 조기경보 파라미터 산출 전송 활용기술개발(국립기상과학원,2014)
환경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기술 개발(국립기상과학원,2015)
대규모 지진 실시간 분석 및 전지구 지진해일 예측시스템 구축연구(국립기상과학원,2015)
인공지진 식별체계 자동화 및 분석시스템 구축(국립기상과학원,2014-2015)

딥 러닝 기반 산불용 영상 인식 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6)
재난방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송수신 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7)
지진가속도 자료 통합관리 및 국가 지진통합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7)

History
연구개발과제

원지 지진해일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평가(기상청, 2011)
지진재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예측 모델 개발(행정안전부, 2012)
지진조기경보 전용 통보시스템 설계(기상청, 2012)
지진 조기경보 파라미터 실시간 추출 및 전송기술 구현 연구(기상청, 2012)
지진해일 재해정보 DB구축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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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 피해추정 수치모델링 고도화 기반기술 개발(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3)
진동자료기반 시설물 재난대비 기반기술 개발(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3)
지진계측 단위기관 활용 가능한 데이터관리프레임 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3)
도시시설기반통합경보발령 시스템 개발(행정안전부,2013)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에 의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행정안전부,2013)
지진재해 자동인지 조기경보서비스 기술 개발(기상청, 2013)
음파관측자료 활용을 위한 분석기법 개발 연구(기상청,2013)
지진조기경보 관측변수 조기산출 장비의 성능개선 및 표준화 기술개발(기상청,2014)
지진시 사면붕괴 등 지반피해 예측기술 개발(행정안전부,2014)
다수의 비정형 스크린 분배 및 협업을 통한 오픈스크린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2014)
무인기탑재 복합형센서기반의 국지적 재난감시 및 상황대응을 위한 스마트아이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5)

공중음파 공동활용기술 및 관측장비 효율적 운영방안 개발(기상청,2015)
국가지진위험지도 웹서비스 제공 및 매뉴얼 작성(행정안전부,2015)
위성영상을 이용한 재난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1단계 구축(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5)
실시간 지진조기분석용 정보산출 기술개발(기상청,2016)
무인기탑재 복합형센서기반의 국지적 재난감시 및 상황대응을 위한 스마트아이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
다수의 비정형 스크린 분배 및 협업을 통한 오픈스크린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
공중음파 공동활용기술 및 관측장비 효율적 운영방안 개발(기상청,2016)
댐,저수지 및 교량의 지진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행정안전부,2017)
국가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기술개발(행정안전부,2017)
인공지진의 공중음파 분석을 위한 대기 전파모델 활용 연구(기상청,2017)
무인기탑재 복합형센서기반의 국지적 재난감시 및 상황대응을 위한 스마트아이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시나리오 기반 피해확산 통합모델링 시스템 연계 모듈 개발(행정안전부,2018)

인공지진의 공중음파 분석을 위한 대기 전파모델 활용 연구(기상청,2018)
국가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기술개발(행정안전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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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회사 설립

표창장 방재안전 공로상(한국방재안전관리사협회장 제2010-107호)
중앙일보 재난방송시스템 업무 제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제201487호)
기상사업자 등록(제201170-01호)

표창장 기상업무발전 공로상(기상청장 제2900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회원사 가입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가입
한국ESRI 파트너사 계약

세종대학교 인턴쉽 및 교육협력 협약 체결

표창장 U-서비스 공로상(안전행정부장관 제6781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병무청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표창장 디지털경영혁신대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6096호)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교과부 제2013431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실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기업인정(제2014-039호)
산학협력단 가족기업 협약 체결(서울시립대학교, 광운대학교, 숭실대학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한국소프트웨어 기술진흥협회)
강소기업 인증(고용노동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실 1기업 우수 지원사례 기업 선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실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기업인정(제2014-039호) 2년 연장
재난경보 표출용 시각화정보 처리 시스템 외 5건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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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인공지진 식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초저음파를 활용한 식별방법 외 2건 특허출원
재난 상황정보 관리프로그램 외 14건 프로그램 등록
기상사업자 등록(제201170-02호)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교과부 제20131431호)
표창장 재해대책업무 추진 공로상(국민안전처장 제1735호)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 외 5건 특허출원
산불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메시지 구현 프로그램 외 12건 저작권등록
강소기업 인증(고용노동부)
표창장 재난방송업무 발전 공로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22840호)
표창장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발전 공로상(기상청장 제5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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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보유면허 및 인증

행정안전부표창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특별상

기상청표창장

기상청표창장

행정안전부표창장

방재안전사협회표창장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연구개발서비스업신고증

기상사업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ETRI 기술지원기업인정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ISO9001 인정서

지진방재기술협력협약서

안전문화운동 민관협력 조인서

산학연계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표창장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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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고객중심의 가치실현

기술을 통한 가치실현

최고의 가치실현

지금의 KITValley가 있기까지 고

KITValley의 경영이념은 고객가치

누구보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객이 항상 중심에 있었다고 여기

실현으로서 기술이 고객 비즈니스

위해 현재에 안주하는 자세에서

며, 이에 대한 보답을 무엇보다 최

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할 때까지

벗어나 미래지향적 안목을 갖고

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지속적 기술개발을 아끼지 않겠습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겠습니다.

니다.

사업영역

 지진자료분석시스템
 지진자료재분석시스템
 지진네트워크 구축
 지진자료Database 구축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전산실 기반환경 구축
 통합보안시스템
 System Integration
 Network Integrate

 지진해일 예측시스템

Business
 재난대응 업무지원시스템
 GPS 연계시스템
 GIS(지리정보) 연계시스템
 재난방송·재해통보시스템
CBS/SMS 메시지 통보
LED, 경광등 경보
상황판,MDS시스템 구축

Area

 다기능서버시스템
 SMB 솔루션
 IT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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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성
케이아이티밸리는 지진, 지구물리, 재난방재 및 기획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을 보유한 개발전문 인력과 지진 및
지구물리학 전공자를 상시 보유하여 고객의 요구수준을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
CEO
사업총괄

연구소

개발총괄

1팀

개발1본부

기획팀

2팀

개발2본부

관리팀

사업관리

경영지원

든든한 파트너쉽

지진, 지구물리 및 재난방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협력한 학계/연
구기관/방송사/협회 등과 맺고 있는 끈끈한 파트너쉽을 통해 어떤 난관에 봉착하
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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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진관측망 분석시스템
주요 수행실적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EPGen (Earthquake Parameter Generator)
국가지진관측망에서 수집되는 지진자료를 이용해 실제 피해를 주는 S파가 인구 밀집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지진파의 초동(P파)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어느 곳이든 최단시간 내에 지진조기경보
를 발령하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진파형자료를 수신하지 않고도 조기경보시스템의 분석에 필요한 값을 미리 계산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최대 100여배 수준으로 줄여주는 EPGen은 네트워크 속도가 느린 경우에도 빠른 지진분석이 가
능하게 해주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이중화/안정화 기반을 구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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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주요 수행실적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
케이아이티밸리에서 구축용역을 수행한 기상청의 NECIS는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지진관측업무를 수
행하면서 생산되는 지진관측자료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진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생산하는 지진발생 정보와 다양한 분석 결과, 통계 정보 등의 웹서비스를 하
고 있으며 운영 중인 지구물리 관측소의 정보와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도 조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NECIS (National Earthquak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검색 및 결과 표출

다양한 컨텐츠

• 기간 : 30일
• 규모 : 3.0~5.0
• 조건 : 육상

NECIS
주제도 구성

지진정보

GIS 표출 결과의
파일 저장 기능 제공

EXCEL

텍스트 편집기

Google
Earth

KITValley Inc. 11

지진가속도 계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주요 수행실적

시설물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지진재해대책법(시행일2013.03.23,대통령령 제24417호)’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 의
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속도 계측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물, 댐, 교량, 원자력 등의 시설물과 시설 부지 내 지표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센서에서 수집된 지진데
이터는 자료 수집장치를 거쳐 건물내의 수집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 지진감시프로그램은 지진데이터의
표출 및 실시간 지진을 감지하여 지진과 같은 이상 현상 발생시 경보와 방송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신속
히 통보되며,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전국에 대한 진도
분포도 생성, 피해추정 등 신속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 사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가속도
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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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주요 수행실적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행정안전부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은 국내외 지진재해의 다발 및 대도시화로 인한 지진피해 가능성 증대
로 인해 개발되었습니다.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은 피해 발생 후 상황파악이 불가능한 초기단계에 피해추
정 시뮬레이션에 의해 예측된 피해결과를 근거로 한정된 구조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구조,
구급 및 초기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 발생지진 및 위험정보 제공, 피해추정 기능, 긴급대응시스템(분배시뮬레이션 기
능을 통하여 추정결과에 따른 의료, 수송 및 피난 자원 등 긴급 대응 지원), 지진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절차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공하여 초동 대응에 활용, 가속도데이터 및 기초데이터 정보 등이 있
습니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지진발생 · 통보

지진
발생

진도분포도 생성시스템

지진피해 손실추정시스템

지진정보 관리

건축물 손실추정

가속도 분석

인명 손실추정
Shake Map

진도분포도 생성

격자별 전국 진도분포도 제공

건축물, 인명 등 사회/경제적 피해예측정보제공

상황전파

긴급대응 지원시스템

기상청

Damage
Map

라이프라인손실추정

① 지진발생정보

지진 관측 및 분석

② 진도분포도

부상자 분배
부상자·이재민
피해추정 정보

초기
대응

(병원·소방시설)

이재민 분배
라이프라인
피해추정 정보

③ 피해예측결과

지진정보 알림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가속도 표출
최적 수송로
제공

병원 · 소방정보
분배현황

부상자 이송정보, 이재민 수용정보, 119구급차 출동정보제공

지진발생 알림
경광등 발령
경보 단계

중앙
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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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장미호
1998년 설립된 케이아이티밸리는 재난방재 IT 기술연구와 개발을
통해 미래 지향적 월드 클래스의 재난방재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위적 재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편
리하며 안전한 생활을 위해 우리 생활에 IT기반의 재난방재 정보기
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케이아이티밸리는 지속적으로 재난방재 전문가 양성 및 신기술 연
구개발로 재난방재분야 핵심역량 전문기업이 되고자 기술연구 및

솔루션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한국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꾸준
한 연구개발과 국가성장 원동력으로 평가 받는 재난방재 IT 전문기
술이 우리나라의 가치 창출을 이끌어 내도록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영업문의 / 비지니스협력
김봉식 이사 010-6659-0955

기술문의 / 비지니스협력
이석태 연구소장 010-9555-8997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 대성디폴리스 A-1905~7
Tel.02-861-9700 Fax.02-861-9710 Homepage www.kitvalley.com

■ 영업문의 및 비지니스협력 : 김봉식 이사 010-6659-0955
■ 기술문의 및 비지니스협력 : 이석태 연구소장 010-9555-8997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 대성디폴리스 A-1905~7

TEL : 02-861-9700

FAX : 02-861-9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