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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데이타 소개 사업 소개 다우키움 그룹

기업개요 / 재무제표
연혁

PG 사업
VAN 사업
SOLUTION 사업

다우키움 그룹사
현황
GLOBAL EXPOSURE



Overview

기술 차별화
가치 극대화

다우(多佑)는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뜻으로 지난 27년 동안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IT산업의발전과 맥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설립일

IPO (KOSDAQ)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임직원수

1992년 06월 10일

1999년 12월 21일

1,681억원

90억원

3,104억원

1,602억원

170명

(2018년 12월31일 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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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자본총액 부채비율(%)

OPERATION
HIGHLIGHTS
재무지표
손익지표

다우데이타는 지난 5년간 연 매출

1,285억원에서 1,681억원으로

평균7% 성장하였으며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Syr

CAGR

자산총액 2,450 2,442 2,717 2,764 3,104 6%

자본총액 1,141 1,330 1,524 1,563 1,602 9%

부채비율 115% 84% 78% 77% 94%

(단위:억원)

7.4%

7.2%

2.0%

(단위: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Syr

CAGR

매출액 1,285 1,181 1,075 1,512 1,681 7%

영업이익 95 85 22 61 90 -1%

영업이익률 7.4% 7.2% 2.0% 4.0% 5.4%

(단위:억원)

4.0 %

115%

84%

78% 77%

94%

5.4 %



History

다우데이타 설립

Borland 총판 계약 체결

Microsoft 총판 계약 체결

Autodesk 총판 계약 체결

Adobe 총판 계약 체결

IBM 총판 계약 체결

KOSDAQ 등록

공인기술지원센터 선정

정통부 지정 국제공인자격 전문교육기관 선정

Business Objects 총판 계약 체결

Sybase 총판 계약 체결

Quest Software 총판 계약 체결

Warevalley 총판 계약 체결
본사 소재지 용인시 죽전디지털 밸리로 이전

웹사이트 진단 컨설팅 서비스 CoolService 오픈

이스트소프트 '인터넷디스크', 시큐어디스크' 독점 총판 계약 체결

소프트포럼 '제큐어DB' 총판 계약 체결

웨어밸리데이타 '샤크라-S' 총판 계약 체결

Adobe Digital Marketing 파트너 계약 체결

스타밴코리아 흡수 합병 / VAN사업본부 추가
Amazon Web Service 컨설팅 파트너 계약 체결

1992

1996

1998

1999

2000

2003

2004

2007

2009

2010

2011

Microsoft 파트너 계약 체결 (Azure / ADR)

Microsoft 총판 계약 체결 (SPLA) 

Refund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GTF, KTIS)
카오스그룹코리아 총판 계약

대명코퍼레이션 Dual VAN 서비스 제공

경상대병원 van서비스 계약 체결

제주대학교병원 VAN서비스 계약 체결

강릉아산병원 VAN서비스 계약 체결

효성인포메이션 ‘Hitachi Storage’ 총판 계약 체결

넷아이디 ‘클라우독’ 총판 계약 체결

다우기술 다우페이 인수 / PG사업본부 추가

daou office 총판 계약 체결
클로닉스 총판 계약 체결

2017 본사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재화스퀘어로 이전

VMware 총판 계약 체결
Citrix 총판 계약 체결

Sophos 총판 계약 체결

Nubo 총판 계약 체결

Hive IO 총판 계약 체결

NVIDIA 총판 계약 체결

LG Cloud 총판 계약 체결

브레인즈스퀘어 총판 계약 체결

해피톡 업무 협약 체결

TimeKeeper 총판 계약 체결

2014

2015

2017

2016

2018

2019

2013

2012



Business Area

KIWOOMPAY
KIWOOMSTAR
SOLUTION

다우데이타는 ON/OFFline 결제를

모두 제공하며 Cloud, Mobile

분야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 접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성공을

키우는키움페이

KIWOOMPAY
고객중심

빠른결제

KIWOOMSTAR
효과적인운영

체계적인솔루션

SOLUTION



MULTI PAY
PLATFORM

고객의 성공을
키우는 키움페이

01 02 03
편리성

ANY DEVICE
CROSS BROWSING

LINK/API 결제창

안전성

HTML 표준
침입차단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다양성

온라인 결제
상품권 결제
#(PAY)결제



SERVICE
OVERVIEW
서비스소개

Any Device, Any O/S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를 제공합니다.

PG Business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를이용한온라인결제서비스

계좌이체 결제
실시간으로결제가가능한출금이체서비스

상품권 결제
상품권 PIN을통해캐쉬충전 & 결제서비스

휴대폰 결제
휴대폰청구/수납을이용한결제서비스

가상계좌 결제
일회용계좌를통한출금이체서비스



KEY
FEATURES
서비스강점

복잡한 Active X 설치가 아닌

표준규격 HTML5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2017년 모바일 어드민 개발 예정

PG Business



CUSTOMER
OBSESSION

고객중심
빠른결제

01 02 03
편리성

SPEED 결제
TAX REFUND/DCC
해외카드 부가서비스

독창성

원격프로그램 지원
국내 최초 통합단말기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안전성

실시간 모니터링
전국 A/S망 구축
고객중심 컨설팅



VAN Business

SERVICE
OVERVIEW
서비스소개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탄탄한 가맹점을 만듭니다.

WECHAT PAY

해외카드 부가서비스

DCC (자국통화결제)

TAX REFUND

국내 최초 통합단말기

통합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전국 A/S망 제공

14년 무장애

365일 무장애 서비스

가맹점 지원 시스템

가맹점 POINT/STAMP 서비스

자체 POS Solution 제공

가맹점 신용대출 서비스

부가서비스 제공



VAN Business

KEY
FEATURES
서비스강점

사업자를 우선 생각하는

안정적 서비스에 더해

해외 이용객의

결제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01 전세계 24개 통화

(유로/달러 포함)

결제 서비스 제공

02 03중국 스마트폰 유저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WeChat 결제 연동

결제와 동시에

Tax Refund까지

통합단말기 하나로

자국통화결제가 가능한 지역



LEADING
APPLICATION

효과적인 운영
체계적인 솔루션

01 02 03
다양성

글로벌 파트너십
다양한 솔루션

전문 컨설팅 서비스

확장성

솔루션 공인 파트너
전국 채널 유통망

클라우드 전문 파트너

신뢰성

폭넓은 고객경험
ENTERPISE & SMB 전문

고객케어서비스



SERVICE
OVERVIEW
서비스소개

입증된 글로벌 벤더로서

전문적인 맞춤 컨설팅과

믿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보답합니다.

다양한 솔루션 보유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최적의 IT서비스 제공

16개 벤더 파트너십

395개 소프트웨어 공인 파트너

213개 클라우드 비즈니스 파트너

15개 하드웨어 파트너

623개 비즈니스 파트너

Enterprises (700)

교육 (814), 공공 (229)

중소기업 (10,839)

폭넓은 고객군

Solution Business



Solution Business

KEY
FEATURES
서비스강점

Global 및 국내 유망 기업 솔루션을

국내 산업분야에 보급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 지원 조직을 통해 고객 및 파트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PU 가상화

App Security

2D/3D 도면설계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가상화

가상화 보안

GPU 가상화
솔루션

2D/3D 설계,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설계 및 디자인 솔루션

원격 가상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모바일

가상화 및 보안 솔루션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 제공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솔루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강력한 보안 솔루션

서버,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을 위한
가상화 관리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엔드 포인트
및 서버 보안을 위한 통합 보안 솔루션

문서중앙화

문서중앙화 기반 문서관리
문서 보안 및 백업 솔루션

채팅솔루션

온라인 고객 상담을 위한
기업용 채팅 솔루션

클라우드디바이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VDI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DB 관리

DB개발, 접근제어, 암호화 등
DB관리를 위한
전문 솔루션

근로시간관리

주 52시간 근무관리를
위한 PC Off 솔루션



About DaouKiwoom Group

COMPANY
PROFILE
계열사소개

다우키움 그룹은 IT분야를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현재 주요 23개 계열사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SW 및

결제서비스 전문기업

마케팅, IT 서비스

솔루션 전문기업

이러닝, 콘텐츠

전문기업

국내 No.1 온라인

종합 증권사

국내 Top Class

자산 운용 전문회사

국내 대표 서민금융

전문 저축은행

개인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기관

벤처 창업투자

전문기업

금융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전문기업

OTP 인증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전자서명법 의거

국내 제1호 공인인증기관

국내 No.1 종합 HR

서비스 전문기업

국내 아웃소싱

서비스 전문기업

영화, 드라마, 웹툰,

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일본 소재의

메일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중국 대련 소재의 IT

아웃소싱 센터 조성기업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국내 최대 금융전문

포탈 서비스 기업

홍보, 웹, 출판, 방송

디지털 콘텐츠 제공기업

자산관리 및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기업

KOSPI KOSDAQ

사모펀드 운용

전문 회사

국내 1위 페이스북 파트너

온라인 마케팅 홍보 기업

IT FINANCE

CONTENTS & SERVICE GLOBAL BUSINESS

금융 여신 전문

금융 회사



IT

다우기술

다우데이타

한국정보인증

미래테크놀로지

Contents & Service

(주)게티이미지코리아

(주)사람인에이치알

(주)사람인에이치에스

(주)와이즈버즈

(주)이매진스

(주)이머니

(주)키다리스튜디오

(주)키다리이엔티

(주)키움이앤에스

에스지서비스(주)

COMPANY
PROFILE
재무지표
손익지표

다우키움 그룹은 신규사업 진출과

기존사업 확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입니다.

Group Performance
-Revenue Breakdown by Business Area

4,226억원 21,027억원 2,166억원

(단위:억원)

그룹 자산 총액 19,346,047,267,727

그룹 매출 총액 2,669,931,350,749

그룹 영업 이익 361,633,241,425

<출처 : 다우데이타 2018년연결재무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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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주)키움예스저축은행

(주)키움저축은행

키움에셋플래너㈜

키움인베스트먼트(주)

키움증권(주)

키움투자자산운용(주)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키움캐피탈(주)



Global Exposure

01 WOSMU
(France)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 WOSMU에

다우기술이 투자하고

키다리이엔티가 콘텐츠를 제공

02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키움자산운용 인도네시아
(Indonesia)

동서증권을 인수하여 키움증권

인도네시아로 사명을 변경 후

자카르타 등에서 사업을 영위

03다우대련
(Dalian)

중국 내 그룹자산을 관리하며

현지 업체와 네트워크를 조성

베이징 사무소
(Beijing)

중국 금융 및 IT업체와

사업 제휴 투자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육성

04

05다우재팬
(Tokyo)

메일 보안 솔루션을

중심으로 일본사업을 전개

주요 파트너

(Ampere, CTCSP, NTT그룹

SecuAvai, Hitachi그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