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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 7차 세계한상대회'의 '영 리더 

CEO' 중 40명에 선정됐다.  

 

한상대회 주최측인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부터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30

∼40대의 젊은 기업인 40명을 심사해 영 리더를 선정해왔다.  

 

그 중, IT 사업체인 ACO 글로벌의 이승원 대표(36)는 1998년 ACO Global 뉴욕

법인 설립후 웹컨설팅 WEVIO, 여행사 뉴요커투어 등 영역을 확장하며, 16대 대

뉴욕 한인상공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미국 내 일본계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인 결과, 기타노호텔과 스

시덴, 다이치부동산 등 대형 업체를 비롯해 게이오대학 부설 교육기관과 사카구

라 식당, 카페 자이아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뉴욕 지역 일본계 일간지인 데

일리선도 현재 웨비오의 웹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2004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솔루션으로 지난해 25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3년내 2500만달러로 매출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고객 어카운트는 한인/일본/미

국 현재의 20배인 1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원 대표는 "한국의 웹기술의 인프라는 높다. 그러한 높은 인프라를 미국이

라는 큰 시장에 도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한국내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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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미국시장을 개척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출처 : ACO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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