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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주영 ‘양박 콤비’ 더 세
서태지, 신비주의 벗고 방송출
슈퍼모델 이소라 2년만에 방송
서인영 “휘성씨 노래 받고싶어
지상렬, 상근이 아들 상돈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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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영 리더 CEO', ACO 글로벌의 이승원
▪ 길가는 처녀에 강제「키스」하
▪ 객고풀려던 총각 돈만 잃고 “
▪ 北 처녀가 애를 뱄을때
▪ 5년전에 죽은 교사(敎師)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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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북한 붕괴, 그 최악
[열린세상] 수능을 잘 보지 못
[정종욱] 올브라이트의 기억과
[서울광장] 사이버 인격침해죄
[특파원] ‘가니코센’과 일본
[신경림] 오바마의 승리와 우
[염주영] 거품 빼기와 거품 넣
[김형준] 미국 대선과 MB정부
[박재규] 미 대선과 남북관계
[최태환] 꿈 그리고 모욕이 넘
[박재범] 잠실에서 만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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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명을 심사해 영 리더를 선정해왔다.
그 중, IT 사업체인 ACO 글로벌의 이승원 대표(36)는 1998년 ACO Global 뉴욕법인 설립후 웹컨설팅
WEVIO, 여행사 뉴요커투어 등 영역을 확장하며, 16대 대뉴욕 한인상공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미국 내 일본계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인 결과, 기타노호텔과 스시덴, 다이치부동산 등 대
형 업체를 비롯해 게이오대학 부설 교육기관과 사카구라 식당, 카페 자이아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뉴욕 지역 일본계 일간지인 데일리선도 현재 웨비오의 웹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2004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솔루션으로 지난해 25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3년내 2500만달러로 매
출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고객 어카운트는 한인/일본/미국 현재의 20배인 1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승원 대표는 "한국의 웹기술의 인프라는 높다. 그러한 높은 인프라를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도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한국내의 기업들과 함께 미국시장을 개척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끝)
출처 : ACO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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