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지 트라이벌비전 부사장,  

美 '골드 스티비 어워드'와 '실버 스티비 어워드' 동시 

수상 

 
Suzy Im    Managing Partner & Co-Founder, BDMT Global    SVP, TribalVision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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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트라이벌비전 월드와이드 부사장이 제18회 아메리칸 비즈니스 대상(ABA)에서 '골드 스티비 

어워드'와 '실버 스티비 어워드'를 동시에 수상했다. '스티비 어워드'는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 … 

2020년 10월 21일 (수) 
 

  

BDMT Global, 혁신적 옴니채널 D2C 모델로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B2C & B2B  
비즈니스 극대화에 공헌 

 
한국 기업 북미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  

 
BOSTON, Oct. 13, 2020: BDMT Global Managing Partner Suzy Im Awarded Silver Stevie® Award for Expanding 
International Business Opportunities Amidst COVID-19 
 

BOSTON, June 17, 2020: BDMT Global Recognized With American Business Award for a Successful Sales Event 

Amid COVID-19 Crisis 

최첨단 산업 도시 보스톤에 본사를 둔  BDMT Global (https://bdmtglobal.com/)은  제 18회 아메리칸 

비즈니스 대상(ABA: American Business Awards)에서 ‘골드 스티비 어워드(Gold Stevie® Award)’와 

더불어 한국인 임수지 부사장 (보스톤 에머슨 대학)가  여성  비즈니스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s 

for Women in Business)에서  실버 스티비 어워드 (Female Executive of the Year. Awards)를 동시에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티비 어워드는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즈니스 상으로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금년 여성 수상자 리스트에는 Amazon (Rebecca 

Wetherly), JPMorgan, Salesforce (Casey Coleman) - , AT&T  (Stacey Marx), Cisco( Jacqueline Guichelaar), 

GM  (Rania M. Amin Elghobashy), IBM (Emily Hughes)  등의 글로벌 여성 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BDMT Global은 헬스, 웰니스, 바이오, 화장품, 의료기기, 테크놀러지, 제조 기업 산업분야에 특화된 

사업 개발 (BD)과 디지털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 (MT) 영역을 통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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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으며, 트라이벌비전 월드와이드의 자회사다.  모회사인 트라이벌비전 월드와이드 

(TribalVision WorldWide) 임 수지 부사장은 BDMT Global 공동 창업자로서 대표직을 맡고 있다.  

 

뛰어난 제품, 기술 확보 해외 기업들을 위해 산업별 전문 마케터들의 풍부한 네트워크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현지 업무를 직접 수행,   세일즈를 극대화시켜 최고 <이노베이티브 기업상>, 

<Inc. 5000 성장 기업상> <기업인상> 등을 다수 수상한바 있다.  

 

글로벌 팬데믹 위기속에서 글로벌 기업 북미 시장 확대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임 부사장은 라이브 

커머스 +리드 제너레이션 병합한  이노베이티브 D2C 어프로치를 통해  B2C &  B2B  세일즈를 

극대화시키며 주춤하던 북미 시장내 헬스케어, 바이오,  K-뷰티, 테크놀러지  등  한국, 아시아 

기업의 성공적인 북미 시장 확대를 이끌어 내고, 전세계  B2B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며  매출 

극대화를 이끌어낸  공헌을 인정받은것이다.  

메기 칼라허 (Maggie Gallagher) 스티비 어워드  대표와 심사 위원들은  “늘  뛰어난  기업인들이 

수상해왔지만, 특히 올해 수상자들의  탁월한 리더쉽과 본보기는 매우 특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혁신적인  D2C 비즈니스 모델을 가상 전시회와 라이브 커머스의 융합 디지털 세일즈 전술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컨수머들을 확보하며 나아가 B2B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임 부사장의 

활약에 대해  “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비즈니스 환경속에서  기업들의 성공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온 임수지 부사장의 지역 사회 공헌은 매우 인상적이고, 전략적 리더쉽과 추진력에 큰 

영감을 받았다”고 극찬했다.  

 

“전시회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팬데믹 위기속에  세일즈 루트가 막혀 버린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 회외, 이벤트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의 브랜딩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  옴니 채널 D2C  활용 전략을 시도했으며, 이는 

해외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B2C &  B2B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길이 되었다. 

팬데믹을 글로벌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특히,   “D2C 사업 성패가  단순히 채널 전환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임 부사장은 

펜데믹 위기속에서 북미 시장 확대를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노베이티브한 어프로치를 

통해  보다 많은 한국 및 아시아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상을 

통해 입증된 전략적 D2C 접근 방식의 B2C & B2B  글로벌 바이어 확대 노하우를 한국 시장에 적극 

도입하는 차원에서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contact@bdmtglobal.com  

 

한편, 스티비어워드(http://www.StevieAwards.com)는 전세계 기업, 기업인들의  경영, 사회공헌, 

사업활동을 다양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다.  매년 70개 이상 

국가의 12,000명 이상  후보 리더들의 한 해 업무를 평가,  탁월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공헌한 기업 

리더를 선별, 수상하는데, 올해는  33개국 1,500명의 후보들이 검토되었다. 

 

http://www.stevieaward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