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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1. Company

고객의비지니스혁신을위한차별화된

IT 솔루션과서비스를제공합니다.

회사설립일대표자 기술등록분야

SI(시스템통합)
SM(시스템관리)

SW자문, 개발및공급

회사명 / 영문명

본사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222-6 Zinam빌딩 (양재동)

연구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로 21번길 16, 4층 (영통동세원빌딩)

연락처 Tel : 02-3460-8800 / Fax : 02-3460-8899

홈페이지 http://www.cspi.co.kr



5

회사조직및인원현황
1. Company

베트남법인, 미국법인설립으로글로벌전개및기술중심인력보유

• CSPI 본사 (서울시양재동)

- 사업본부(SA사업본부, 하이테크사업본부,

솔루션사업본부)

• - 전략기획실

- 경영지원팀

• CSPI 수원사업장, 연구소 (경기도수원시)

CSPI 본사

• 2017년 CSPI Vietnam 설립

- 위치 : 베트남호치민시

• S/W 개발/납품

CSPI 베트남법인

• 2019년 ACSPI 설립

- 위치 : 미국텍사스주

• 미국오스틴삼성전자반도체

생산라인 MES 유지보수

CSPI 미국법인

• 2008년 SYSTEC INOUE 계약체결

-위치 : 일본

• 자사솔루션아시아판매망구축

CSPI 일본에이전트

대표이사

SA 사업본부

하이테크사업본부

솔루션사업본부

SA 사업부

R/D사업부
&부설연구소

제조룰
솔루션사업부

솔루션
1사업부

솔루션
2사업부

SI
사업부

전략영업사업부

전략기획실

고문

경영지원팀

총원 203명, 기술인력 191 명현황
(2022년 5월 30일기준. 고문, 영업행정지원 비기술 인력 제외)

(해외법인 23명별도 : 베트남 4명, 미국 18명)

24%

초급기술자

17%

중급기술자

26%

고급기술자

28%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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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분야 사업내용 제품및주요고객

1. IT 서비스
SM & SI & ITO Service

▪ 시스템운영서비스

▪ 주문형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서비스

▪ IT Outsourcing Service : SM/SI 도급서비스

삼성전자 : 반도체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대차그룹 : 품질/물류/생산/영업 SI 수행

CJ그룹 유통4개사 : ITO 서비스

오렌지라이프 : 지원업무 IT 개발 도급

2. 생산자동화최적화
MES Scheduling & Dispatching

▪ 반도체/LCD 공장자동화솔루션

▪ 무인자동화공장의최적생산제어

▪ 단기/중기/장기생산예측및 의사결정지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BOE
ezDFS(Dispatch,Forecast,Scheduling)

ezDFS/OPL(Optimization Programing Language)

ezRAF(Rule Analysis & Forecasting)

ezVIOCON(비즈니스룰개발&운영솔루션)

3. 인프라시스템통합
EAI, Open API, CEP Solution

▪ 인프라의시스템통합을위한연계시스템구축

▪ OPEN API 서비스구축

▪ 실시간이벤트처리시스템구축

롯데그룹사(호텔,백화점, 건설,멤버스 외),신라호텔,KT&G
ezMNA(EAI Monitoring & Analysis)

TIBCO Messaging (MOM)

TIBCO BusinessWorks (EAI/ESB)

TIBCO Mashery (OpenAPI)

TIBCO StreamBase (CEP)

4. 금융/보험업무시스템구축

Finance/Insurance Biz Analytics SI

▪ IFRS17 가정산출/관리시스템구축

▪ 보험사기방지(FDS), 청약지원(EUS) 시스템구축

▪ 데이터 Score Modeling 자동화솔루션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 : IFRS17시스템 SI

오렌지라이프, ABL생명 : EUS, FDS SI
ezVDM(Visual Data Mining& Modeling)

5. 데이터분석
Data Analytics Solution

▪ 빅데이터시각화분석지원플랫폼구축

▪ 데이터 Visual Analytics 분석지원솔루션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 빅데이터 플랫폼

ezSFP(Spotfire Portal)

TIBCO Spotfire(Analytics & Visualization)

사업현황
1. Company

솔루션SW,  SM , SI 분야의시너지높은사업구조

※ 지원부문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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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1. Company

지속성장기반으로사업실현및확장

~ 
2005
2010

~ 
1999

2004

설립및
사업발굴

• (주)씨에스피아이 1999년설립

• 삼성전자반도체생산라인 MES 유지보수

• TIBCO EAI/Portal 사업시작

• ezDFS 하이테크제품생산자동화

시스템 최적화솔루션

• 삼성SDS/현대오토에버전문협력사

• 일본/독일해외판매협약체결
~ 

2011

2015

솔루션
확장

• ezMNA 모니터링솔루션

• ezRAF 생산예측솔루션

• ezEBN 전자출판솔루션

• 고용노동부강소기업 선정

• CSPI Vietnam 베트남법인설립

• 롯데/CJ/한화전문협력사

~
2016
2018

~ 
2019

현재

지속성장기반확장

• ACSPI   미국법인설립

기반솔루션및
영업망구축

전문협력사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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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1. Company

균형있는사업구조및지속적인성장으로최고신용평가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당기순이익 36.8 29.0 21.4

매출액 400.4 347.5 345.7

SM실적 109.9 96.8 92.3

솔루션 SW 실적 104.0 102.1 92.9

SI실적 186.4 148.6 160.4

기업신용등급 BBB+

현금흐름등급 A 

(단위 : 억원)

균형있는사업구조

0

5,000

10,000

15,000

20,000

당기순이익 SM실적 솔루션 SW 실적 SI실적

최근 3년간사업실적

2021년 2020년 2019년

균형있는사업구조를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성장실현

중소기업기준최고수준

기업신용등급획득
각부문별균형있는매출실적으로

사업시너지효과증대구조

지속적인성장 최고수준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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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1. Company

성장을 나눔

회사의성장을나누고
성과에대한보상체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성장을 지원

스스로성장하고
발전할수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가정을
꾸려나갈수있도록
출산과보육을
지원합니다.

휴식과 여가

충분한휴식과
여가활동을보장하고
지원하고있습니다.

건강증진

건강한삶을
영위할수있도록
돕고있습니다.

㈜씨에스피아이는임직원의성장과행복을통해함께성장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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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기증진

▪ 장기근속 포상금및휴가제공

▪ 직급별 승진포상금제공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

자기개발

▪ 업무별 중요기술사외전문기관교육기회제공(수시)

▪ 중소기업계약학과 지원사업실시(석사학위 2명, 박사과정재학중 1명, 석사과정재학중 7명)

▪ IT자격증 취득지원

성과보상
▪ 경영성과급 지급

▪ 우수사원표창 제도(연 1회)

건강증진
▪ 건강검진 지원규정에의거외부전문검진기관본인건강검진실시

▪ 지원규정에의거본인의료비지원 (골절비, 입원비, 직접적인수술행위에청구된금액중 대상해당항목*의 50% 지원)

출산/보육

▪ 출산장려금 제공(남/녀구분없이지급)

▪ 보육비 지급규정에의거임직원의취학전자녀보육수당지급(0~7세, 매달)

▪ 학자금 지급규정에의거임직원자녀의학자금지원(고등학교분기별수업료, 대학교년2회)

후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실시

▪ 경조사지원(발생시, 상조회포함)

▪ 다양한 사내동호회운영(운영비지원, 1만원/인*월 )

▪ 지역근무자를위한기숙사운영및정착지원금제도

▪ 제휴리조트및휴양소운영(한화, 대명 , 켄싱턴 콘도, 산청애팬션)

▪ 결혼기념일 축하(축하케이크 or 꽃바구니)

▪ 명절선물 지급(상품권, 선물세트)

복리후생
1. Company

주요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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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인증
1. Company

R&D 투자와열정으로솔루션개발및기술혁신도약

벤처기업(신기술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프로그램등록및상표등록

• 2013. 09. ; ezVDM 상표등록(제40-0994565호)

• 2013. 09. ; ezRAF 상표등록(제40-0994564호)

• 2015. 06. ; ezMNA 상표등록(제40-1114354호)

• 2016. 11. ; ezEBN 상표등록(제40-1217947호)

• 2019. 04. : ezEBN 특허등록(제10-1971172호)

• 2004. 10. ; ezDFS (등록번호 2004-01-155-005206) :  Dispatching 및 Forecasting Tool

• 2004. 10. ; SB-II    (등록번호 2004-01-155-005211) : Station Builder

• 2005. 01. ; CornerStone (등록번호 2005-01-175-000344) : Java Framework

• 2012. 07. ; ezALM (등록번호 C-2012-014444) : Easy Asset Liability Management

• 2012. 07. ; ezGVM (등록번호 C-2012-014445) : Easy Guarantee Value Management

• 2012. 07. ; ezVDM (등록번호 C-2012-014446) : Easy Visual Data Mining & Modeling

• 2014. 11. ; ezMNA (등록번호 C-2014-028440) : Easy Monitoring And Analysis

• 2018. 02 : 갱신

• 2004. 06 : 최초인증

• 2004. 06 : CSPI 부설연구소설립

• 경기도수원시영통구소재

• 2018. 09 : 갱신

• 2006. 07 : 최초인증

Innovation (혁신)과 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기술혁신벤처정신

㈜씨에스피아이는보유기술의제품화를위하여연구소를설립하고자체솔루션을개발, 국내/외시장
으로부터호평을받고있으며, 최상의IT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새로운신기술개발에노력하고있는

기술혁신INNO-BIZ A등급인증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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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및등록증
1. Company

부설연구소인정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확인서

프로그램 등록증

특허증 상표등록증(ezVDM) 상표등록증(ezMNA) GS인증(ezEBN)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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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현황(Business Partner)
1. Company

고객의목표와가치실현을위한노력, 수행품질에기여

2007년 ~ 전략적협력업체
2015년 Gold Partner사

2015년 (5-Star)선정

2012년전략적파트너사선정(1위)

삼성전자 DS부문우수협력사선정
공적상 6회수상

2015년 IT부문전문협력사선정

2018 APJ 시스템통합부분최우수
파트너수상

(구알리안츠생명)
차세대프로젝트감사패수령

2016년전략파트너선정(15개사)
2017년전략파트너선정(핵심군)(구한화 S&C)

http://www.ld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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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현황
1. Company

https://www.glovis.net/Kor/main/index.do
https://www.sksiltron.com:447/index.jsp


2. Business

1. 사업영역

2. IT서비스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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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LASS SERVICE & SUPPORT

하이테크제조분야의기업들이
선택한생산자동화시스템구축

위한풀패키징기술공급

생산자동화최적화

금융산업에대한업무이해및경험, 
데이터핸들링역량기반의특화된

전문시스템구축

금융/보험전문시스템구축

최적의 IT 인프라구축을위해글로벌
시장에서검증된미들웨어를기반의

시스템통합

인프라시스템통합

EAI/ESB CEP

다양한업무영역에서새로운 Insight를
도출하기위한신속하고직관적인

시각화분석솔루션제공

데이터분석

Visual 
Analytics

빅데이터
시각화분석

IFRS17 EUS/FDSRTS/RTD CPS

시스템구축
비즈니스

(MOM)
(EAI/ESB)

(CEP)
(OpenAPI)
(Analytics & Visualization)

▪ ezDFS (Dispatch,Forecast,Scheduling)

▪ ezDFS/OPL (Optimization Programing Lang)

▪ ezRAF (Rule Analysis & Forecasting)

▪ ezVIOCON (비즈니스룰개발 & 운영솔루션)

▪ ezVDM (Visual Data Mining& Modeling)

▪ ezEBN (Easy e-Book for Next  generation)

▪ ezMNA (EAI Monitoring & Analysis)

▪ ezSFTP (EAI 파일암호화송수신)

▪ ezSFP (Spotfire Portal)

글로벌 솔루션자사 솔루션

솔루션
비즈니스

2. Business
사업영역

유통/서비스계열기업 IT개발 도급서비스
반도체/LCD 생산자동화시스템운영

ITO & System Maintenance Service

ITO Service 24*7 SM
System Monitoring

& Optimization

주문형 SI
ERP, Enterprise Portal, QMS 시스템구축

System Integration Service

ezPMS CornerStone QMS

IT서비스
비즈니스

※ 지원부문 사업 영역



IT서비스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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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사업
2. Business

고객사의고민과니즈에대한최적의 IT 서비스지원

• 삼성전자 DS부문전략파트너사선정

• 삼성전자 DS부문 SAS(미국), 시안(중국) 운영및최적화컨설팅

• 삼성전자 DS부문 SAS(미국) 운영지원

• 현대오토에버우수협력사선정

• CJ/롯데/한화전문협력사선정

시스템운영서비스
다양한 시스템 운영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체계적으로 양성된

전문인력을바탕으로인프라를제공

고객사의 사업 특성에 맞는 운영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보장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고품질서비스제공

▪ 삼성전자 DS총괄 MES 시스템 운영
▪ 오렌지라이프 지원업무 개발/운영

IT 아웃소싱서비스
금융,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사업군의 업무 경험을 가진 개발/운영 인력을 기반으로
고객사 니즈에 맞는 최적의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

고객사의 IT 정보자산에기반한
비즈니스의신속한전개와안정적운영을지원

▪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제어/설비진단/보전 개발/운영 도급
▪ CJ그룹사(CJ오쇼핑, CJ대한통운, CJ올리브영 외 1개사) IT서비스 도급
▪ 오렌지라이프 보험업무 IT서비스 도급
▪ 현대모비스 품질경영/ITSM 운영

분야주요업력



3. Dept. of SA

1. 주요업무및필요역량

2. 반도체생산및자동화시스템소개

3. 근무형태

4.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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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t. of SA
주요업무및필요역량

주요수행업무및필요역량

모니터링 장애대응 적용/테스트 Maintenance 분석/지능화 VOC

주요수행업무

반도체공정기초 자동화시스템아키텍처

OS
(win, linux, unix)

DBMS N/W

Middleware
(messaging, EAI, BPM, etc)

Tool Util Programming

필요지식 필요기술

-반도체자동화시스템운영 -

SA사업부는반도체자동화시스템운영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이를위해해당산업분야의기초지식,고객사시스템구성(System, 
SW,NW 아키텍처및APP 구성),OS부터업무에필요한도구및프로그래밍부분까지다양한 IT기술요소에대한지식을갖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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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t. of SA
반도체생산및자동화시스템소개

반도체생산은제품별로설정된생산공정에따라FOUP(wafer 25매묶음의작업및운반단위)이
설비에정상적으로투입되어(TKIN)  공정작업수행후배출되는(TKOUT) 과정을연속적으로마지막공정까지진행되는

일련의작업을말하며생산성및품질(수율) 향상을위해이를자동화하여진행합니다.

반도체 생산및자동화 시스템 컨셉

DIFF PHOTO ETCH THIN공정

물류/반송

생산설비
TKINTKOUT TKINTKOUT TKOUTTKIN

자동화시스템

Server Network

OS DBMS Web Server WAS Messaging EAI…

MOS EES TC EMS
Data

Platform
OI/Workplace…

Infra

OS/Middle War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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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t. of SA
근무형태

반도체산업은24/7/365  무중단으로가동되는특성을가지는분야로

자동화시스템운영업무역시24시간지속해서수행되는근무특성을반영하여수행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준수합니다.

Office 근무

▪ 통상적인근무형태로고객사근무시간과동일하게근무함
▪ 근무시간 : 08:00 ~ 17:00(주 5일)
▪ 주요업무 : 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활동전반에대한

업무를관장

Shift 근무

▪ 24시간무중단운영을위해 4조3교대형태로근무하며, 3개조가
교대로 24시간운영을수행하고 1개조가휴식을취하는형태임

▪ 주요업무 : 시스템관제업무를중심으로장애예방및대응업무와
시스템관련 VOC 업무를주로수행

O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A조 G G G 휴 S S S S 휴 휴 G G G 휴 휴
B조 D 휴 휴 D D 휴 G G G G 휴 S S S S
C조 휴 DS DS S 휴 D D D 휴 휴 D D 휴 G G
D조 S 휴 휴 G G G 휴 휴 DS DS S 휴 D D D

※ Shift 근무 4조3교대근무예시

※교대근무에따른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법정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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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t. of SA
인재상

Skill Skill Mind Mind Mind

Hard Skills Soft Skills Composure Challenge Passion

IT시스템운영및개발에
필요한폭넓은지식과식견을

가지고있고

공동의목표를향해
함께일할수있는역량을

가지고있으며

긴급한상황에도
침착함을잃지않으며

과거를답습하지않고
항상새로움을추구하고
도전하는자세와

어떠한난관에도
목표를향해나아갈수있는

열정을가진

아름다운청년들과함께하고자합니다.

㈜씨에스피아이SA사업부는



본사: 0673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2-6 Zinam빌딩
Tel: +82-2-3460-8800/6482    Fax: +82-2-3460-8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