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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고의 시장 개발 서비스 제공업체)
KEY DATA

기업개요

디지월드는 1997 년에 설립했으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주변기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기기 등의 상업을 하고 있다. 회사는 ACER, ASUS,
HP, 삼성, 도시바의 베트남에서 공인 디스트리뷰터였다. 자회사와 함께 당사는 가전제품

국가

베트남

상장거래소

호치민

산업 분류

부동산

시가총액(동)

5 조동

시가총액(원)

1 조 2885 억원

매출액(20 년)

2500 억원

Per

19.67

Share

4315 만주

INFORMATION
써밋에셋

수리, 소프트웨어 출판 및 정보기술(IT)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화:

사업현황

070-5161-6995

DGW 는 베트남 최고의 주요 시장 개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DGW 의 시장 개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시장 분석 및 마케팅 전략 기획

✓

마케팅 구현

✓

수입, 창고, 물류

✓

판매 및 유통

DGW 는 정보기술 및 통신(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사무 기기), 소비재(건강 제품,
일용소비재)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국내외
제조업체 및 공급 업체를 위한 시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 년 동안 DGW 는 30 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브랜드에 의해 전국적으로
16,000 개 이상의 고객처를 보유한 유통망을 갖춘 베트남 시장의 공식 시장 개발 및
유통 서비스 제공 업체로 선정되었다.

웹 사이트:
www.summitasset.co.kr

전자메일:
sesoul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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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경영실적

2020 년 말까지 DGW 는 휴대폰과 노트북의 핵심 사업에서 60% 이상 성장한 덕분에 순수익 12 조 5,350 억동(약 6,268 억원)을
달성했다. 세후이익은 효과적인 비용 구조조정 덕분에 2,530 억동(127 억원)이며 기록적인 성과다. 이 사업 결과로 회사는 연간
목표 매출 및 순이익이 각 23%, 25%를 초과했다. 마진율은 6.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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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전화
샤오미의 증가된 시장 점유율과 4 분기 iPhone 12 의 출시가 휴대폰 부문의 주요 성장 동력이다. 휴대폰 시장이 4%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DGW 의 휴대폰 매출은 64% 증가한 6 조 3,840 억동(3192 억원)으로 급증했다. 샤오미는 2019 년말 10%에서
2020 년말까지 12%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4 분기에 iPhone 12 가 보급되면서 휴대폰 부문의 성장에도 기여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 시장에 비해 Xiaomi 의 뛰어난 결과가 나왔다.
(1) 높은 구성, 아름다운 디자인 및 전자 장비 및 부품의 유통을 다양화하는 저가 휴대전화 부문
(2) Xiaomi 는 부품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Huawei 가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했다.
(3) DGW 는 베트남 시장에서 Xiaomi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했다. 2020 년 11 월 초, 회사는 DGW 와 협력하여 하노이에 공식 공인
Mi Store 매장을 열었다.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성장으로 Xiaomi 는 휴대 전화 부문에서 Samsung 을 능가하고 Huawei 를 대체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
2021 년 Xiaomi 가 Hai Phong 에 조립 공장을 완공하면 Xiaomi 의 시장 점유율은 12% 에서 15% ~ 18%로 증가 할 수 있다.
2020 년 5 월 DGW 는 베트남에서 Apple 제품의 공식 유통 업체 4 개 중 하나가 되었다. 나머지 유통 업체는 Synnex FPT,
Petrosetco 및 Viettel 다. DGW 의 타겟 고객이 Mobile World 와 FPT Retail 을 제외한 전국의 소매 업체라고 말했다.

2. 노트북 및 태블릿
노트북 및 태블릿 시장은 2020 년 1 ~ 2 분기에 온라인 학습 및 근무 때문에 소비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20 년에 17% 성장할
것이다. DGW 는 매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판매 가격 (Huawei 및 Macbook)으로 더 많은 제품을 배포한다. DGW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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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및 태블릿 매출은 46% 성장을 유지하여 4 조 3,500 억동(약 2175 억원)에 도달했다. 노트북 시장에서 DGW 의 시장
점유율은 2020 년 4 분기말까지 41%로 확대되었다.

3. 사무기기
2019 년 9 월에 DGW 는 전략적 협력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데이터 저장장치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Seagate 의 하드 드라이브 유통 업체가 되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서 사무용품 부문의 큰 사회를 제공하는 첫번째 단계로
간주된다.
4 분기 사무기기 산업은 코로나 19 잘 통제되면서 기업들이 다시 지출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강하게 성장했다. 2020 년 누적 사무
기기 순 매출액은 1 조 5,360 억동(768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다.

4. 소비재
2020 년에 DGW 는 유니레버의 2 개 개인 케어 브랜드 (Dove, Suave)와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이탈리아와 캐나다 기업의 소비재
유통을 위한 신규 계약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20 년 소비재 판매는 네슬레의 의료용 영양 유 제품과 새로운 이탈리아
골관절염 제품인 Regenflex 의 유통에 힘입어 4% 만 약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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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최근 애플은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이려는 큰 야망을 보이고 있다. 2020 년 8 월에 승인된 무역에 관한 법령 98 은
베트남에서 iPhone 판매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병행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은 다시 그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1 년 베트남 휴대전화 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 지출이 개선되어 휴대전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 로 인해 주요 소매 업체의 상점 네트워크가 더 이상 중단되거나 폐쇄되지 않을 것이다.

2020 년말까지 5G 를 방송하고 2022 년까지 2G 웨이브를 끄기 시작할 때 새로운 교체 주기는 베트남의 휴대전화 소비 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Viettel, MobiFone, Vinaphone 을 포함한 베트남의 주요 통신사는 모두 5G 테스트 단계를 완료했다. 중소기업에서
정부의 디지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 향후 몇 년 동안 DGW 의 수익이 증가 할 것이다. 2021 년 DGW 는 예상 매출 15 조
2 천억동(약 7,600 억원), 이익 3000 억동(약 150 억원)로 49% 성장할 사업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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