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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가비아 [GABIA, Inc.]

설립일 1998년 3월 10일 

대표 김홍국

직원수 302명[2021. 12. 기준]   

IPO 2005년 10월 19일, KOSDAQ

사업종목 인터넷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웹사이트 www.gabia.com 

계열사 ㈜케이아이엔엑스 : IX, IDC 서비스 

(2011. 2. 8, KOSDAQ IPO) 

㈜가비아씨엔에스 : 전자상거래 솔루션

㈜엑스게이트 :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

㈜에스피소프트 : MS SPLA 총판 



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통합 I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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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IDC/호스팅

그룹웨어 하이웍스

도 메 인

보안서비스

홈페이지

클라우드, 그룹웨어, 도메인, IDC/호스팅, 홈페이지,보안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IT 인프라를 가비아 가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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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S/코로케이션

워드프레스호스팅

메시징(SMS)

서버 임대/구매

웹호스팅

DB호스팅

1분설치서버

웹에이전시호스팅

SSL호스팅

매니지드 서비스

개인 /기업용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AWS Consulting 
Partner

MS Azure 
Partner

등록/연장/예약 기관이전 관리대행 구매대행

크리에이터링크 워드프레스 간편제작/맞춤제작 유지보수

기업메일 전자결재 모바일 오피스 메신저

근태관리화상회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관제 컨설팅 방화벽/웹방화벽 IPS/VPN/웹쉘탐지

랜섬웨어차단 유해사이트/APT차단 DRM/DLP/NAC 가비아 백신

IDC/호스팅

클라우드

도메인

홈페이지

그룹웨어 하이웍스

보안

이미지/동영상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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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op
비즈니스 IT를 위한 하나의 클라우드 허브

그룹웨어부터 멀티클라우드까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IT 인프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제품 보증 품질 보장

국가 표준을 모두 준수하며, 품질 및 보안 인증을 

완료하여 기업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안전성
서초 LG U+, IX망 연동한 가산 LG U+ 사용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시스템 안정성을 책임집니다.

365일 24시간
연중 상시 상담 센터  운영 및 관리

IT 전문가들이 기술지원과 장애대응, 보안관제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합니다. 

Customizing
비즈니스 상황에 최적화된 컨설팅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서비스 및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고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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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 추이

가비아 재무 요약

5개년, 연결 기준

(백만원)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82,965

28,881

54,084

58,254

4,889

4,655

손익계산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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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2021

가비아 부문별 매출 비중

49%

15.3%

10.4%

25.3%

도메인

하이웍스

클라우드

기타호스팅



 History 1998 가비아 설립

웹호스팅 및 웹사이트 구축 시작

ICANN 인증 국제도메인등록기관 선정

.kr 도메인 공인사업자 선정

가비아 자체 EC 호스팅 서비스 시작

㈜다음소프트 웹호스팅 사업 인수

가비아 KOSDAQ  상장(2005년 10월 19일)

모바일 주소 WINC시작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KISA 선정, 국내 도메인 신규등록 1위

KINX(IX망 사업자)인수(가비아 자회사 편입)

하이웍스(메일/그룹웨어) 출시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출시 

경기도 판교 사옥 이전

IaaS형 클라우드 서비스 g클라우드 오픈

가비아 정보보안실 설립, 보안 관제 서비스 시작

홈페이지 관리 대행 서비스 오픈

g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인증’ 최고레벨 획득(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엑스게이트 인수(가비아 자회사 편입)

g클라우드, CSAP 인증 획득(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브랜드 ‘가비아 시큐리티’ 론칭

기업용 무료 백신 서비스 시작

보안 관제 전문 기업 인증 획득

MS 애저 서비스 개시

g클라우드, ISMS 인증 취득(한국인터넷진흥원)

AWS ‘APN 파트너’ 선정

가산 통합보안관제센터 개소

AWS 어스밴스드 컨설팅 컴피턴시 취득 

하이웍스, 주52시간 근태관리 오픈

g클라우드, 브랜드 고객 충성도 클라우드 기술지원 부문 대상 수상(한국소비자포럼)

올해의 라이징 스타상 수상(AWS)

하이웍스, 화상회의 기능 오픈

Node.js 호스팅 출시

하이웍스, 메일/그룹웨어 부문 시장 점유율 1위 기록(2017~)

g클라우드, ‘2021 클라우드 산업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g클라우드, 기획재정부 지정 디지털 서비스 부문 ‘혁신제품’ 선정

공공기관용 하이웍스, CSAP 인증 획득(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 등록, 그룹웨어, 호스팅 분야 ISMS 인증 획득(한국인터넷진흥원)

업계 최초 워드프레스 전용 호스팅 상품 출시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파트너쉽(CSP) 체결

g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취득(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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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사업팀

클라우드개발팀 

인프라사업팀

인프라운영팀

하이웍스사업팀

프론트엔드개발팀

정보보호서비스팀

gabia정보보호팀

상품결제팀

도메인사업팀

서비스솔루션팀

매니지드팀

개발운영팀

영상기획제작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디자인팀

CEO

Organization07



가비아 본사

가비아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B동 4,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7층, 10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481 (서초동) 

LG U+(구 KIDC) 빌딩 서초 1센터

IDC강남센터 (SKB)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길 6 SK 브로드밴드 IDC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9 (가산동) 

LG 가산 디지털센터

Location08

SUNGNAM

계열사 ㈜가비아씨엔에스

계열사 (KINX)

계열사 (㈜엑스게이트)

계열사 KINX

계열사 ㈜에스피소프트

계열사 ㈜엑스게이트

IDC서초센터 (LG U+)

IDC서초센터 (LG U+)

IDC강남센터 (SKB)

IDC가산센터 (LG U+)

IDC가산센터 (LG U+)

SEOUL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13 송석빌딩 5층

계열사 (㈜가비아씨엔에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4층, B동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대림아크로텔 3층

계열사 (㈜에스피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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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IDC

가비아 본사



Customers09



웹을 넘어 클라우드로. 가비아

그룹웨어부터 멀티클라우드까지 

하나의 클라우드 허브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60 유스페이스1 B동 4층 대표전화 1544-4370

www.gabia.com



현재 국내외 주요 ISP, CP, CDN사업자, 케이블방송(SO) 사업자에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 트래픽 연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IX로 연동되는 ISP의 회선을 통해 IDC에 서버와 장비를 보관, 관리하면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명 ㈜케이아이앤엑스 [KINX,Inc.]

설립일 2000년 6월 17일

대표 김 지 욱

직원수 136명[2021. 12. 기준] 

IPO 2011년 2월 8일, KOSDAQ

매출액 845억 [2021. 12. 연결 기준]

사업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웹사이트 www.kinx.net

KINX는 IX(Internet eXchange 인터넷 연동)서비스, IDC(Internet Data Center)서비스, 

컨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및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입니다.



쇼핑몰·홈페이지 제작(클릭엔, 퍼스트몰), 쇼핑몰 통합관리(이셀러스), 디지털 광고(다이애드), 글로벌 판매(가비아 글로벌) 등 

모든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토탈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명 ㈜가비아씨엔에스 [GabiaCNS,Inc.]

설립일 2008년 1월 9일 

대표 원 종 홍

직원수 150명 [2021.12 기준]

매출액 186억 [2021.12 기준]

사업종목 쇼핑몰, 전자상거래 솔루션, 홈페이지, 광고, 글로벌 판매

웹사이트 gabiacns.com

가비아CNS는 쇼핑몰·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통합 관리, 디지털 광고,

글로벌 판매를 제공하는 커머스 전문 IT 기업입니다.



회사명 ㈜엑스게이트 [Axgate,Inc.]

설립일 2010년 12월 20일 

대표 주 갑 수

직원수 114명[2021. 12. 기준]

매출액 309억 [2021. 12. 기준] 

사업종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웹사이트 www.axgate.com

엑스게이트는 통합보안시스템, 방화벽, 가상사설망, 보안솔루션, 보안관제 등 

고성능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회사명 ㈜에스피소프트

설립일 2013년 2월 1일 

대표 이은재

직원수 43명 [2021. 12. 기준]

매출액 172억 [2021. 12. 기준] 

사업종목 SW 라이선스, 클라우드, 솔루션 비즈니스

웹사이트 www.spsoft.co.kr

(주)에스피소프트는 VDI/DaaS, 메타버스, 데이터 분산 솔루션, 저작권 보호 솔루션 전문 업체이자 

국내 최대 MS SPLA 총판사입니다. 

약 20년간 자체 VDI/DaaS 솔루션 및 CDN, Cache Contents POP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클라우드 분야의 핵심 R&D 역량을 구축해왔습니다.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검토부터 구축,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Cloud 기반의 IT Total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