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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오, 시 인터액티브인수
입력일자:2008-09-11

한인 운영의 웹솔루션 전문업체 ‘웨비오(Wevio·대표 이승원)’

가 미국계 기업 시 인터액티브(Sea Interactive)를 인수·합병했

다.  

 

웨비오는 6개월여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1일 약 20만달

러를 들여 시 인터액티브의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시 인터액티브는 브랜드 파워와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프리

미엄 디자인 마켓 디자인 서비스’와 온라인 마케팅이 강점인 

회사다. 시 인터액티브는 통신회사 버라이즌과 리무진회사 다

이얼7 등 주류 마켓을 확보해 왔다.  

 

웨비오의 이승원(사진) 대표는 “시 인터액티브가 가진 강점은 그동안 웨비오가 개발하려고 준

비해온 분야로 상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볼 때 인수·합병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

다”며 “미 주류사회 뿐 아니라 한인사회 고객들은 앞으로 웹 시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파워

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웨비오는 웹 디자인과 서비스 전문업체로 성장해 오다 2004년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카탈로그, 

홀세일, 웹사이트 구축 등의 기능을 통합한 웹솔루션을 자체 개발, 전문 분야로 육성해 왔다.웨

비오의 웹솔루션은 사용자 편리주의를 강화해 혼자서도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들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품 거래 내역과 재고량, 매출

액, 회원정보, 일일 웹사이트 방문자 수 등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2~3년 내에 고객층을 확대하고 미국 웹 시장의 스탠다드화를 추진하는 가운

데 웨비오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연매출 1,000만달러 목표로 달려 나가겠

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 후에도 회사명은 웨비오(www.wevio.com)로 유지된다. 

 

<정보라 기자>bora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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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기사  

한국서 전화오면 가슴 ‘철렁’

‘50% 코리안 ’에 자부심

불체자 급습 사라진다

W.Z 전철 사라진다

켄터키주 쿰버랜드 대학 한인유학생 해킹...

아시안 최초 안과 디렉터 임명

첫 흑인 법무장관 유력

한국아동 미 입양 1065명

SUNY 학비 인상…향후 5년간 정기적으..

뉴저지 미니 교육박람회

    (Pacific Time)   08:00  

 8,375.05         49.70

 1,473.55          9.72 

 850.56            8.56 

   (Pacific Time)   08:00 

 
1,446.50  1,471.81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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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8 19 30 34  3 

11월 14일 당첨금 : $6200 만

안내 광고  

구인/구직 학생모집

렌트/리스/하숙 사업체매매

부동산 전문업체

중고차

열린마당 

kbs아침마당에서 추천하는 누구나할수..

옌나레 옌나레…열린서당에..

여유 86

My Lady의 사진 (눈이 엄청 크..

혹 이분을 아세요?

구인구직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광고 띄우는 일..

영어 배우실 분 - K-Town & ..

kbs아침마당에서 추천하는 누구나 할..

Part-Time Probate In..

ESL 유학생 장학금 지원 프로..

Garage Sale 

새침대 Sale !

제주도 팬션 하우스 급매( 협재해수욕..

제주 관광 호텔 급매

국제관광휴양도시 제주도

cpr

홍보마당 

물건, 이삿짐운반을 제일 싸고 제일 ..

마음좋은 아저씨가 운영하는 예스 이삿..

▶ 고속으로 최신드라마,영화 다운받으..

.......... 웹사이트 제작 ..

인터넷에 광고하나 띄우는 것만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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