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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업] 전화카드로 1000만달러 연매출[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5.10.07 17:49

ACO 커뮤니케이션스 

 

 

 

전화카드로 1000만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는 한인기업이 있다. 

 

맨해튼에 있는 'ACO 커뮤니케이션스(사장 이승원)'는 저렴한 가

격과 우수한 통화품질 간편한 사용법 등을 앞세워 국제 전화카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98년 설립된 ACO는 10년만인 지난해 12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매년 두자

리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는 삼성전자와 대형 통신업체인 IDT 등과 공동으로 무선 통신 상품을 개발 본격적으로 주

류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원 사장은 지난 93년부터 MCI와 글로벌 프론티어 등 대형 통신업체에서 근무했다. 1996년 

미국 통신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해 98년 ACO로 독립했다. 

 

ACO의 첫 사업은 한국 장거리 전화 서비스였다. '한소리'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는 집전화로 분

당 25센트에 한국으로 전화를 걸 수 있었다.  

 

ACO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은 것은 1999년 인터넷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부터다. 인

터넷 전화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기에 발빠르게 진입에 성공해 AT&T나 MCI를 상대로 대형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동남아와 동부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전용선 사업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다. 

 

2000년 ACO는 한국 통신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 업계의 폐쇄적 기업 문화와 외

국업체의 투자 유치 준비가 미흡한 점 등 때문에 2002년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이 사장은 2002년 뉴욕으로 돌아와 가능성있는 통신 사업을 물색했다. 당시 전화카드 시장은 

중소업체가 난립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돼 많은 업체들이 도산한 상태였다. ACO는 이같은 시

장 상황에서 718과 212 등 지역번호로 접속이 가능한 '아리랑' 국제 전화카드를 선보여 큰 인기

를 끌었다. 

 

당시만해도 무료접속번호인 800번 번호를 이용한 전화카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리랑카드

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ACO는 아리랑카드의 성공에 이어 2004년에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국 휴대전화 전용카드를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한국 통화를 분당 1센트에 할 수 있는 '짠카드'를 선보이며 1000만달러 

매출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구두쇠카드와 골드카드 등 각각 특징을 갖춘 전화카드로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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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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