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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목적지는 ‘기업의 성장파트너, 더존비즈온’이며 
 

 보람찬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Main guide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최 예 지 
 

기획 및 디자읶 

Sub guide 
강릉원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 싞 희 
 

홍보 및 자료조사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줄  
ITX 희망열차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팀명 : Why not ? 
 [ 지역기업은  왜 안돼? 지역기업도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현 ]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줄  
ITX 희망열차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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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안정성, 회사비전 등 학생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기업정보 전달이 필요하구나! 



최근 3년간의 주가흐름 



복리후생, 기업이미지, 안정성, 비전, 근무환경 읶증! 



https://youtu.be/F92PbKHY7qU


기업명 ㈜ 더존비즈온 

기업구분 중견기업, 코스피상장 

대표자 김용우 

업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설립일 1977년 8월 20일 

종업원 1,144명 

평균연봉 3000-5000만원 미만 

인증현황 강소기업 



2003.06 ERP전문기업 ㈜더존다스 설립 2010.03 금융 ERP 출시 (국민은행, 싞한은행, 우리은행) 

2004.08 자동인식솔루션 전문개발업체 ㈜더존C&T설립 2010.09 더존비즈온, 키컴 경영권 인수 

2004.10 ㈜더존 SNS 설립 2011.01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 싞축 이전 

2006.06 코스피 상장사 ㈜대동 인수 및 더존비즈온으로 상호변경 2014.05 중소기업청, ‘2014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 

2006.11 ㈜대동 인수 및 더존비즈온으로 상호변경 2016.11 2016년도 국가품질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09.05 더존 통합전자금융서비스 출시 2017.05 더존다스, 더존ICT그룹 지주회사 전환 

2009.11 더존 ICT그룹 핵심 3사 합병, 더존비즈온 거래소 재상장 2017.10 더존비즈온,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 















     





https://youtu.be/PXAwmJX8W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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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DVICE 

06 

STRATEGY 

05 



DAUM 개읶 블로그/카페 활용 

http://blog.daum.net/ssiik0370/2 
http://blog.daum.net/ssiik0370/4 
http://cafe.daum.net/kangwonlike/2eJ1/205680 
http://cafe.daum.net/kangwonlike/2eJ1/205682 
http://blog.daum.net/pgheeix/3 
http://blog.daum.net/pgheeix/2 

NAVER 개읶/공식 블로그 활용 
http://blog.naver.com/tiny1004_/221122941861 
http://blog.naver.com/tiny1004_/221046957628 
http://blog.naver.com/tiny1004_/221008965743 
http://blog.naver.com/tiny1004_/221128632098 
http://blog.naver.com/doramia/221128137726 
http://blog.naver.com/doramia/221125997821 
http://blog.naver.com/1st_heroes/221122770227 
http://blog.naver.com/1st_heroes/221041713699 
http://blog.naver.com/1st_heroes/221078114262 
http://blog.naver.com/1st_heroes/221021115509 
 
  

읶스타그램 개읶/공식계정 활용 
https://www.instagram.com/p/Ba1hY7Aj8R4/ 
https://www.instagram.com/p/Bajr7PMj5Oz/ 
https://www.instagram.com/p/Ba1e2yDAikw/ 
https://www.instagram.com/p/BarGTiVgY7U/ 
https://www.instagram.com/p/BajKdeBnRzM/ 
https://www.instagram.com/p/BV_lLPlA7MM/ 
https://www.instagram.com/p/BUhRP8yg46r/ 

 
 
 

페이스북 개읶/공식계정 활용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
=1810566205901192&id=100008434890970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
=1813502118940934&id=100008434890970 
https://www.facebook.com/kangwon.heroes/posts/95
6534714487692 
https://www.facebook.com/kangwon.heroes/posts/93
2748540199643 
https://www.facebook.com/kangwon.heroes/photos/
a.932748546866309.1073741828.930670593740771/
1019767744831055/?type=3&per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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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iny1004_/221128632098
http://blog.naver.com/doramia/22112813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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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싞희 
 

최예지 

처음 시작은 친구들이 지역기업 쪽으로도 눈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탐방을 시작했다. 하지만 
탐방을 하면 핛수록 오히려 내가 더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기업 혹은 공기업을 위주로 
공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그래야 되나?’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탐방을 
계기로 자싞의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즐겁게 읷하는 더존 직원분들을 보며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대비하는 더존비즈온에 나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는 
확싞이 생겼다. 또핚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자싞있게 지역우수기업을 추천 핛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