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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나은내일을위하여혁신적이고책임감있는자세로

고객의니즈와가치를충족시키는최고의기술력을끊임없이연구하고도전합니다. 

㈜ KSA SOLUTION은 SI/SM 사업과 자체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 · 운영하는 종합 IT기업입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설립일

사업자번호

자본금

임직원 수

연락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변치 않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고객에게 최고의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KSA솔루션의 약속! 



2021.09.15 ~ 현재 경남은행칭찬시스템콩시스템구축

2021.05.24 ~ 2021.09.14 경남은행디지털금융개발업무외주인력포괄계약총괄

2020.12.24 ~ 2021.05.21 경남은행전자명함,대출간소화서비스구축

2019.08.14 ~ 2020.12.23 경남은행디지털금융개발업무외주인력포괄계약총괄

2019.01.01 ~ 2019.07.31
기업은행상시운영및 i-ONE뱅크 2.0 고도화공통
(화면,서버,채널연계)총괄및개발

2018.01.29 ~ 2019.01.06 기업은행스마트뱅킹상시운영

2017.08.01 ~ 2018.01.22 경남은행태블릿브런치총괄PL 및창구전자문서시스템구축(ODS)

2016.03.01 ~ 2017.07.3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2016.03.01 ~ 2016.02.29 기업은행삼성페이신규구축

2015.09.14 ~ 2015.12.31 기업은행나라사랑카드(전자금융) 및전자금융고도화

2014.07.01 ~ 2015.03.18 수협중앙회정책보험차세대프로젝트

2014.01.01 ~ 2014.06.30 기업은행시금고예금관리프로젝트

2012.10.17 ~ 2013.12.31 포스코 POSPIA 3.0 추진프로젝트

2011.11.01 ~ 2012.09.30 수협정책보험신상품개발및고도화프로젝트

2010.11.01 ~ 2011.10.31 수협공제차세대, 정책보험 Nextro 연계시스템

2009.05.01 ~ 2010.10.31 수협정책보험시스템안정화및유지보수

2008.10.01 ~ 2009.04.30 수협정책보험체납관리시스템구축및고도화

2007.08.27 ~ 2008.09.30 수협정책보험시스템안정화및유지보수

2006.07.24 ~ 2007.08.01 외환캐피탈종합여신관리프로젝트

대표 이사 김민혁

KSA솔루션은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검증된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이사경력사항



2021.07.29 ~  현재 비예금내부통제관리시스템구축

2020.12.24 ~ 2021.05.23 경남은행전자명함,대출간소화서비스구축

2020.04.23 ~ 2020.08.21 반도체제조사 Wafer History기반가동률집계구축

2019.09.02 ~ 2020.04.17 경남은행디지털금융개발업무외주인력포괄계약

2018.04.09 ~ 2019.08.01 수협은행디지털금융부차장

2017.10.01 ~ 2018.01.22 경남은행창구전자태블릿브랜치(ODS)

2016.07.01 ~ 2017.09.30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2015.09.01 ~ 2015.12.18 고려신용정보채권업무시스템구축

2014.07.01 ~ 2015.08.31 수협정책보험차세대시스템구축

2014.02.01 ~ 2014.05.31 쿠폰차트, 쿠폰모아재개발

2013.07.01 ~ 2014.01.29 시장정보시스템

2012.10.01 ~ 2013.06.27 금융비용자본화, 보험관리

2012.04.01 ~ 2012.09.28 라이프자키 / 시작페이지유지보수및추가개발

2012.02.01 ~ 2012.03.31 라이프자키 SDP(KT 인증체계) 전환

2012.01.01 ~ 2012.01.31 시작페이지 SDP(KT 인증체계) 전환

2011.12.01 ~ 2011.12.31 시작페이지리뉴얼

2011.08.01 ~ 2011.11.30 라이프자키개발

2011.07.01 ~ 2011.07.31 라이프자키부분설계및 DB구축

2011.06.01 ~ 2011.06.30 마이올레이벤트개발

2011.01.01 ~ 2011.05.31 올레이벤트및국제전화 001 운영

2010.11.01 ~ 2010.12.31 올레이벤트및국제전화 001 개발

2010.01.11 ~ 2010.10.29 LGT MMS 서비스운영및개발

2008.02.25 ~ 2009.12.31 KT-SoIP서비스개발및운영

대표이사경력사항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표 이사 송영석



ㆍ 경남은행 투유뱅크(개인) 앱 개편

하자보수 위탁계약

ㆍ 경남은행 디지털금융 계열사 간 대출

사전한도 조회 및 신청 신규 구축

ㆍ 부산은행 금융클래스 개발용역

(iOS개발) 계약

ㆍ 경남은행 디지털금융 전월세자금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 구축

ㆍ 경남은행 디지털금융 전체 대출

프로세스 개선

ㆍ 경남은행 디지털금융 여신 약정서

재징구 프로세스 구축

ㆍ 경남은행 디지털금융 IOS 비대면

실명인증 프로세스 재구축 등

ㆍ 경남은행 디지털금융 개발업무 추가

계약

ㆍ 반도체 제조사 Wafer 가동률

프로젝트 개발

경남은행 디지털금융

개발업무 외주인력 포괄계약

자사솔루션개발 [ 모바일

웹 프레임워크 ]

자사 솔루션개발(Program

Generation Automatically)

ㆍ경남은행 디지털금융 중도금 대출 업무

프로세스 신규 구축

ㆍ경남은행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전체 업무 대응 개발

ㆍ경남은행 디지털금융 모바일뱅킹 고객

서명 인증 프로세스 신규 도입

ㆍBNK시스템 빅데이터 중계시스템 개발

ㆍ경남은행 칭찬시스템 콩 시스템 개발

ㆍ경남은행 디지털금융 금융인증서 앱파트

신규 구축, 금융 마이데이터 신규 구축

ㆍ경남은행 디지털금융 약정서 솔루션 기능

고도화 등

ㆍ반도체 제조사 Wafer 가동률 프로젝트

개발

ㆍ반도체 제조사 P&T 가동률 프로젝트

개발

ㆍ자사솔루션개발 [IT기업 통합관리 솔루션

KSARIA 개발]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KSA솔루션은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및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INNO-BIZ) 인증을획득하여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임을

공식인증받았습니다. 



부서별조직인원현황

등급별기술인원현황

이직률현황

2021년 5월기준(단위: 명)

2021년 5월기준(단위: 명)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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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SM R&D 및 솔루션 서비스

R&D 사업을통해축적한기술서비스사업의 UI/UX 경험을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도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SI 및 SM사업을

수행합니다.



Business 01

Business 02

Business 03

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조기관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스크를 고려함과 동시에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금융에서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정밀한 설계와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금융 업무 중 모바일 앱 뱅킹(개인/기업), 모바일 웹 뱅킹에 대하여

추가 기능을 개발 합니다. 공통, 여신, 수신, 카드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연단위 개발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개발 서비스는 오픈뱅킹, 

대출약정서 간소화, 여신 신규 상품개발, 수신 신규 상품개발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업무 중 인터넷뱅킹(개인/기업)에 대하여 추가 기능을

개발 합니다. 공통, 여신, 수신, 카드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연 단위

개발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개발서비스는 카드 신규상품개발, 여신

신규상품개발, 수신 신규상품개발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목적과 방법에 맞추어 대용량 원본데이터(raw 

data)를 전 처리 한 뒤 클라우드 분석 시스템으로 이관해 주는

중계 시스템입니다. 

LOT 기준 측정 방식에서 구간별 처리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Wafer 기준 측정

방식을 도입하여 미세 공정을 효율화 합니다.

Equipment STEP1 STEP2 STEP3

semiconductors

LOT / WAF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의원회
협의회
의 결

상품판매
판매 후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이 정한 은행 비예금 상품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빠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Raw DataData 
Format 

Checking

Analysis System

cleansing filtering
reduction

transformation

integration

Relay 
System

semiconductors



레이어 단위로 별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고객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필요한 영역만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용중인 사내칭찬 문화시스템 화면

콩시스템은 다양한 효율성과 기동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전용 앱으로

풀스택 바이퍼(Viper) ‘C’와 ‘W’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콩시스템에 적용된 ‘Viper-C’는 데이터 자동 바인딩을 통한 엄격한 표준화 관리와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AS프레임워크 ‘Viper-W’는 기존 프레임워크보다 2.5배 가량의 높은 성능과 철저한

보안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식성이 자유로워 기존 데이터 연계 및 유지 보수에 뛰어난

프레임워크임을 고객사로부터 검증 받았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축 시스템으로써 E-명함, SNS, 

상품소개 및 가입, 사업점 위치, 전화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올 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사용자의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어디서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실현됩니다. 

크사리아는 인력관리, 급여관리, 계약관리 , 프로필 관리 등

비즈니스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사업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HR업무 환경을 단순화시켜

사용자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