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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 커뮤니케이션스

전화카드로 1000만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는 한인기업이 있다.
JBC 아침 종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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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한인들의 출근길이 즐거워집니
다.

한인은행들, 자본력 커진다.
한인 대학생 3명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숨져

올해는 삼성전자와 대형 통신업체인 IDT 등과 공동으로 무선 통신 상품을 개발 본격적으로 주
류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무비자 부작용…'원정 출산' 급증 우려

이승원 사장은 지난 93년부터 MCI와 글로벌 프론티어 등 대형 통신업체에서 근무했다. 1996년
미국 통신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해 98년 ACO로 독립했다.

조성민 '아이들만 만나게 해 주면 재산 권리 다 넘...
LA 주택가격 사상 최고 하락
무비자…기러기 엄마 장기체류 어려워 '홈스테이·...

ACO의 첫 사업은 한국 장거리 전화 서비스였다. '한소리'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는 집전화로 분
당 25센트에 한국으로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산불 피해 한인주택들은…보험 때문에 두번 '속탄다'
'무비자로 와도 입국 못할 수도' LA공항 입국심사 ...
“미 자동차 빅3, 사람들 원치 않는 차 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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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한대 사면, 두번째는 1불' 딜러 불경기 판촉전략
공공정책위 연례만찬

나의 블로그 친구, 당신은 누구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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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친구로 삼고 매일 나에게 다정한…

직장동료에게 한국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사우스 웨스트, Thanksgiving fares for s s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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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브룩클린]풍부하고 진한 아이스크림, 브룩...

당시만해도 무료접속번호인 800번 번호를 이용한 전화카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리랑카드
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서시
진달래꽃
순수 한국파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롱티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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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8462

미성년자 술판매 기록, 영주권에 영향?

11/19/2008

[성공기업] 전화카드로 1000만달러 연매출 ::: USA 중앙일보ㆍ중앙방송 :::

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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