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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자체 개발 웨비오(Wevio)’이승원대표
입력일자:2008-08-08

“웹솔루션은 이동통신 기술이 우수한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 

내 주류시장에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웹솔루션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거리가 멀고 생소하게 느껴지

는 용어이지만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신 분야이다. 웹솔루션

을 자체 개발한 웨비오(Wevio)’의 이승원(사진) 대표는 “웹솔

루션은 불과 10년이 채 안된 새로운 산업분야이지만, 중소기

업이나 호텔, 부동산회사,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업소들이 인

터넷에서 영업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98년 웹 디자인과 웹 서비스 구축 및 매매 전문업체인 웨비오 설립 후, 2004년 인

터넷 샤핑몰과 카탈로그, 홀세일, 웹사이트 구축 등의 기능을 통합한 웹솔루션을 자체 개발했

다. 웹솔루션의 특징은 사용자 편리주의를 강화, 관리자 혼자서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손쉽

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웹솔루션은 중소 규모의 업체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며 “인

터넷 상거래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품 거래 내역과 재고량, 매출액, 회원정보, 일일 웹사이트 방

문자 수 등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디자인됐다”고 덧붙였다.  

 

웹솔루션은 한 달 기본요금 20~200달러 이상에 임대된다. 디자인 및 프로그램 기능이 추가되

면 1,000~1만달러이상의 추가비용이 든다.  

 

약 4년 전 웹솔루션을 개발, 시중에 선보일 당시 주변인들은 그에게 차라리 주유소를 운영해 매

일매일 현금 유동화를 시키라며 웹솔루션 출시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4년이 지난 지금 웨비오

는 뉴욕 일원의 호텔과 여행사, 법률 그룹, 식당, 학교 등을 웹솔루션의 주요 고객으로 확보, 지

난해 24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게 없다”며 틈새시장 공략에 성

공한 웨비오는 지난해 인도 지사 설립에 이어 향후 한국 진출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웹

솔루션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한국의 우수 인재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90년대 초 도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전공했다. 전공 

후에는 통신회사 MCI와 글로벌 크로싱에서 일하며 영업 실무를 익혔다. <정보라 기자

>borajung@koreatimes.com  

많이 본 기사  

한국서 전화오면 가슴 ‘철렁’

불체자 급습 사라진다

‘50% 코리안 ’에 자부심

W.Z 전철 사라진다

켄터키주 쿰버랜드 대학 한인유학생 해킹...

첫 흑인 법무장관 유력

아시안 최초 안과 디렉터 임명

한국아동 미 입양 1065명

SUNY 학비 인상…향후 5년간 정기적으..

남가주 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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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달러

한국일보 웹사이트 이메일 인증도입

온라인 자동차 광장 오픈

한국일보 웹사이트 개편

한국일보-YAHOO Korea 온라인..

할리웃 보울의 추억 간직하세요.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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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Zip Code

8 18 27 29 39  23

11월 15일 당첨금 : $1500 만

10 15 22 52 53  12

11월 18일 당첨금 : $7300 만

안내 광고  

구인/구직 학생모집

렌트/리스/하숙 사업체매매

부동산 전문업체

중고차

열린마당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

kbs아침마당에서 추천하는 누구나할수..

My Lady 가슴도 크군요.

여유 86

My Lady의 사진 (눈이 엄청 크..

구인구직 

소자본 재택창업 / 인터넷 사업 / ..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광고 띄우는 일..

영어 배우실 분 - K-Town & ..

kbs아침마당에서 추천하는 누구나 할..

Part-Time Probate In..

Garage Sale 

새침대 Sale !

제주도 팬션 하우스 급매( 협재해수욕..

제주 관광 호텔 급매

국제관광휴양도시 제주도

cpr

홍보마당 

이삿짐,포장(무료), 저렴하게 운반(..

♣ 추천.. 한국드라마,영화 쇼프로 ..

크레딧교정, 융자

회사설립, 세금, 상표, e-2, 특..

패밀리케어 건강플랜 한달 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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