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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월드(HOSE, DGW)
(베트남 IT 제품 유통 업체)
기업개요

KEY DATA

디지월드는 1997 년에 설립된 베트남 IT 제품 유통 기업이다. 휴대전화, 노트북,

국가

베트남

태블릿, 컴퓨터, 주변기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기기 등의 상업을

상장거래소

HOSE

산업 분류

유통

시가총액(동)

2 조 3263 억

시가총액(원)
매출액
Per

1167 억
8 조 4887 억동
11.65

Share

43,000,278 주

하고 있다. 베트남 전체 노트북 시장의 24% 점유율을 보유하고 휴대폰 시장에서 8%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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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디지월드의 2019 년 매출은 8 조 5000 억동(3 억 6620 만달러), 세후이익은
1630 억동(702 만달러)로 전년대비 각 43%, 47% 증가했다. 2020 년 2 분기 매출은
2 조 5840 억동, 세후이익은 482 억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9.5%, 44% 증가했다.
2020 년 상반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1% 증가한 4 조 8942 억동,
세후이익은 59.2% 증가한 931 억동에 육박했다.
노트북 태블릿 부문은 사회 격리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 및 작업 추세의 여향을 받아서
매출은 급등했다. 노트북 태블릿 부문의 2020 년 1 분기, 2 분기 매출은 전기 대비 각각
69%. 65.1% 증가했다.

노트북 태블릿 부문 매출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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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휴대폰 부문은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급성장했다.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지만, DGW 의 휴대폰
판매량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샤오미의 우월성 덕분에 여전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에 진입한 이후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샤오미의 판매 점유율이 2019 년 1 분기 1.4%에서 2020 년 1 분기 3.9%로 증가했다.
2020 년 6 월에 DGW 는 공식적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Apple 정품 제품의 4 개 유통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DGW 가 가까운 미래에 기존 핵심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업과의 비즈니스 성장을 더할 기회를 만들어 휴대폰 부문에서
Xiaomi 에 의존할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
2 개의 세그먼트로 제품을 배포하면 제품이 서로 상쇄되지 않고 DGW 의 성장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재 부문도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DGW 는 2020 년 유니레버의 두 개인 케어 브랜드(Dove and Suave)와 유통계약을 맺고
이탈리아와 캐나다 기업의 소비재를 유통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모색하고 있다.
사무 용품 부문: 2019 년 9 월 중순 디지월드는 전략적 협력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데이터 저장 장치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Seagate 의 하드 드라이브 유통 업체가 되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서 사무용품 부문의 큰 기회를 제공하는
첫번째 단계로 간주된다.

베트남 시장 샤오미의 점유율

2020 년 매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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