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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설립일

직원수

서비스 지점

주소

주요품목

주요사업

CSinnovation

2015년 5월

68명

서울(본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4개 광역도시 직영센터 운영

용산구 신계동 6-1 / www.csinnovation.co.kr

, MainBoard, VGA, CPU, Power Supply, HTC VIVE
3D프린터, 프로젝터, 테블릿, 노트북, Car Infotainment(Car AVN), 모니터, 드론

1. 전국출장 서비스 사업
2. PC 유지보수 사업
3. 고객센터 서비스 위탁 사업
4. H/W Repair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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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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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이노베이션은

IT분야의 진정한 서비스 가치를

실현코자 설립된 서비스전문 기업입니다.

서비스에 관한 모든 솔루션과 노하우를 통해

복잡한 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된

귀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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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1990 제이씨현시스템㈜ 기술지원센터 신설
Creative Lab SoundBlaster A/S시작

1999 GIGABYTE  MotherBoard A/S시작
Intel CPU, Server Board A/S 대행

2000 Quantum HDD A/S추가
BenQ 프로젝터 출장서비스 및 수리서비스 진행
ERP SAP 관리 시스템 도입
A/S전용 전산시스템 CSMS(Ver 1.0)개발
CTI 콜전용 장비 도입

2005 GIGABYTE  M/B Local Repair 부서 신설
AMD CPU 서비스 업무시작
휴대용 다기능 전자사전 UDEA 서비스 대행

2007 UDEA미니노트북 및 PC방용 컴퓨터 서비스
CSMS(Ver 2.0) 개발 – 서비스 품질수준 향상
차량매립형 올인원 네비게이션 RUNZ A/S

2008 서비스만족을 위한 1:1 고객대면서비스 실시
GIGABYTE VGA CARD Repair 시작

2011 A/S전용 전산시스템 CSMS VER2 -> CSCRM V1개발

2012 제이씨현 고객센터 -> 서비스 전문법인 설립 준비

2013 “CS이노베이션” 법인 설립
디앤디컴 A/S업무 -> A/S 용역계약 체결
CSCRM(A/S전산시스템) -> CSPRO A/S프로그램 개발
성주컴텍 PC유지보수 및 전국 서비스 계약 체결

2014 EliteGroup 노트북, 타블렛 독점 수리계약 체결
ASROCK MotherBoard Repair 서비스계약 체결
국회사무처 유지보수 인력 파견 운영

2015 CS이노베이션 법인설립
이엠텍 그래픽카드 Repair계약체결
MSI MotherBoard Repair계약체결
DJI 드론 서비스 및 Repair용역계약 체결
XYZ 3D프린터 A/S용역계약 체결

2016   MSI VGA Repair계약 체결
MSI 공식서비스센터 계약 체결
MonsFactory SSD 서비스계약 체결
산학협력 업체선정 및 체결
제로텍 Drone A/S 계약 체결

2017 HTC VIVE  Local Service 계약 체결
Viewsonic 프로젝터, 모니터 서비스계약 체결

㈜ 컴스빌 커세어 제품군 서비스 계약 체결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파워, 수냉쿨러등)

2018  ASUS MB Repair 계약 체결
컴퓨존, 다나와 컴퓨터 출장 서비스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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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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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성만족
•고객 신뢰확보
•고객 재구매력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품 질

핵심 가치

“Value” 중심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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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nnovation은 “Service Value” 를 바탕으로
운영됨

-서비스의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감 확보

- 전문적 인력을 통한 숙련된 기술적지원이 이루어짐

-가치전달을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 전문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

- 최적화된 서비스 품질 제공 목표

고객만족

영업 확대

가 치(Value)

품질 ,  신뢰감

A/S

전
문

성

정
확

비
용

절
감

성공
서비스

- 서비스 전문회사를 통해 유, 무형의 비용을 절감

서비스 핵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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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대표이사

고객서비스팀 Repair팀 콜상담팀 자재운영팀 경영지원팀

노트북수리파트

네비게이션 파트

VGA수리파트

M/B 수리파트

테블릿수리파트

드론수리파트

내방 A/S전담파트

PC방A/S전담파트

우편 A/S전담파트

MD A/S전담파트

온라인 기술지원

전화기술 상담

출장 서비스지원

필드이슈 기술지원

RMA 관리

자재입출고 관리

A/S 버퍼 관리

위탁자재 입출고관리

회계 관리업무

인사운영관리

계약 및 비용관리

출장 A/S전담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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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심사업 소개



전국망 출장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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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망 전국 4개 대도시 직영센터 및 230여개 가맹점 운영

문자서비스 접수, 처리결과 등 모든 과정을 카톡,SMS 문자안내

서비스 신뢰 GIGABYTE, ASROCK, MSI 공식 서비스센터 운영

해피콜 서비스 처리 후 고객만족도 개선

신속처리
H/W 자체 수리가능
해외유통사 직영서비스센터 대행운영으로 A/S버퍼 충분히 확보



기업PC 유지보수

기업PC 유지보수 사업

기업내 PC등 전산운영 시스템의 장애로 막대한 시간적손실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사전조치로 문제발생빈도를 최소화 하고
장애발생시 빠른 처리로 최적의 전산업무환경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각종 네트워크, 프린터, PC, 서버등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H/W 솔루션을 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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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위탁사업

귀사의 A/S에 관한 모든 업무를 CS이노베이션에 일임하여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규제품을 수입&유통할 경우 고객센터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
매출증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관한 모든 고민을 단기간에
해결해드립니다.

점차 늘어나는 고비용&저효율의 AS센터운영의 부담을
전화상담부터 서비스 까지 CS이노베이션이 해결해 드립니다.

위탁 A/S의 장점은?

고객센터 위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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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Repair 사업

최고의 수리 공정을 적용 엄격한 품질관리로서
완벽한 Repair Solution을 제공해 드립니다.

H/W Repair 소개

주요 수리품목

VGA, MotherBoard, Tablet, 매립형 네비게이션등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수리가 가능하며 숙련된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와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3/20



A/S 운영 시스템

CTI 콜센터 운영

CTI콜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화성공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전문 기술엔지니어가 전문상담을 통해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쉽게 해결해 드립니다.
(* 원격 지원 가능)

CSPRO (고객서비스 관리프로그램)

CSPRO는 CS이노베이션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개발한 A/S전용 관리 프로그램 입니다.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사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 및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 알림톡 및 SMS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

CTI화면

CSPRO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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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장 서비스 경쟁력

왜
CS이노베이션인가?

전문화

효율성 강화

A/S 신속성

신뢰성

AS 인프라

신뢰할수 있는 인프라

(1) 광역도시 4개 직영센터
서울 1개소, 지방 4개소
대리점 및 협력점 확대

전문기술 인력

17년 AS 노하우
다경험, 노하우의 전문인력
전문 AS장비 운영

ERP로 AS 프로세서 전산화

제조사 피드백
(1) 매월 Report 제공

주요 컴퓨터 유통 3사 공식서비스센터 대행운영

(1) 판매사 보유 A/S버퍼 최소화
(2) 전 제품 AS버퍼 보유 -> 빠른 처리 가능
(3) 실시간 수리를 통해 자재 회전율 확보

CS이노베이션 브랜드 신뢰

(1) 다수의 해외업체와 계약
(2) 서비스 신뢰도 확보

15/20



고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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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센터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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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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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품 안내

서비스 품목 세부항목 내용 설명

A. 콜센터

A1. 전화상담 ※ 평균 근무경력 6년차 이상의 IT 전문상담원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통화성공율을 향상을 위해 콜센터 전용 CTI장비를 도입 운용하며 있으며
콜백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통화연결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A2.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맞춰 게시판 댓글 관리 및 이메일 질문답변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술상담 및 A/S관련 질문과 답변)

B. A/S 위탁

B1. 내방 A/S ※ 방문고객을 위한 A/S 서비스 업무를 대행합니다. 

B2. 우편 A/S ※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택배 A/S접수 및 처리&발송업무를 대행합니다.

공통 사항 ※  A/S 용역 위탁의 경우 “A/S재고관리” 가 기본 포함되어 있으며
자사에서 개발한 A/S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A/S자료를
매월 Report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택배비 는 양사간 협의가능

C. RMA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C1. 제조사 RMA
발송 대행

※ 불량제품을 제조사로 보내기 위한 제품포장 및 Packing List작업
(단, 통관작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D. Repair D1. 부품수리 ※ 불량제품에 대한 수리 지원 ( 부품공급 여부에 따라 비용이 차등적용됨)

E. 전국망 출장 A/S E1. 전국출장 서비스 ※ 전국 230여개의 A/S가맹점을 통해 출장서비스 및 설치. 회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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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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