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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BOUT COMPANY 1

사업을 이해하는 아몽소프트웨어

COMPANY. 주식회사 아몽소프트웨어

SINCE. 2018년 10월 , 2020년 11월(법인설립)

CEO. 구민혁

CREATOR. 24명

ADDRESS. 서울 강남구 언주로 542 7층, 아몽소프트웨어

CONTACT. 02-1661-7494 ㅣ contact@among.software

SITE. https://among.software

대부분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홈페이지를 찍어내는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몽소프트웨어는 착수한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분야 대한 정성,정량적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이 산으로 가는 건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몽소프트웨어는 품이 더 들더라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아몽소프트웨어, 

믿을만한 회사인가요?

웹에이전시 최초로 구글코리아 파트너사를 시작으로, 알리바바, 

AWS 다양한 소프트웨어분야의 유명한 기업과 깊은 협업관계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인사업자 부터 대기업까지 사업을 


이해하는 웹에이전시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70여개의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프로젝트 진행

구글코리아 알리바바 webflow

Vectary AWS Activate integr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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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롯데, 교보문고, 한화, 동아ST 등 150개이상의 프로젝트 

서비스의 사용자를 치밀하게, 분석해 기획부터 런칭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몽소프트웨어는 기계적인 웹제작업체가 아닙니다.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제작업체를 찾는다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시작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몽소프트웨어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목표 달성’ 전략을 세우고


고객사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입니다.

01. ABOUT COMPANY 1

사업을 이해하는 개발사



아몽소프트웨어의 팀장들은

자신만의 사업을 통해 고객을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웹사이트 및 서비스 기획


카피라이팅


시장/유저페르소나 분석


마이크로카피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기획팀

UX/UI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웹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디자인팀

웹서비스 개발


솔루션 개발


백엔드 개발

개발1팀

워드프레스 개발


플러그인 구축


서버관리 및 유지보수

개발2팀

인사관리


재무/세무관리


경영관리 및 지원


행정처리

경영지원팀

테스트 자동화


프로덕트 리뷰


테스트 보고서


QA/QC 팀

01. ABOUT COMPANY 1



주요 서비스 분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합니다.

랜딩페이지, 홈페이지, 브랜딩, 서비스개발까지 



랜딩페이지
Landing Page

마이크로카피


전환 극대화


사용자 분석 및 행동추적


광고추적 및 캠페인설계

브랜드 웹사이트
Brand Website

브랜드 경험 구축


핵심키워드 SEO


사용자 경험 극대화


유저 페르소나 구축

홈페이지 개발
HomePage

사용자 형태별 유연한 UX 설계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자 제공


사용자 목적을 극대화 하는 기획


회사를 대표하는 공식 채널 구축

서비스 개발
Service / Develop

특화 기능이 포함된 쇼핑몰 개발


웹 플랫폼 개발


웹 서비스 개발


기타 일반적이지 않은 웹 서비스 개발

주요 서비스 분야

사용자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랜딩페이지를 시작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서비스 

개발까지, 아몽소프트웨어가 하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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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몽소프트웨어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사 중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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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몽소프트웨어와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고객사의 성장과 완성도 높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공급사들과 긴밀한 협업관계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몽소프트웨어와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구글코리아

고객사 대상, 웨비나 제공

알리바바

클라우드 지원

AWS Activate

무상 크레딧지원

토스페이먼츠

우선심사

02. Business Domain 1

법무법인 선승

우선검토

법무법인 선승



19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수한 

아몽소프트웨어의 임직원입니다.  

02. Business Domain 1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디자인팀


김승연 팀장

개발1팀


김린회 팀장

개발2팀 


고동섭 팀장

QA/QC팀


최진혁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김민준

디자인팀


이한결

개발1팀


최수일

개발2팀 


이동현

QA/QC팀


김공의 PM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최성원

디자인팀


이희진

개발1팀


최수현

개발2팀 


한상민

QA/QC팀


이지영 PM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정희수 팀장

전략기획팀


박샘

경영지원팀


김지현

개발1팀


고태형

개발2팀 


남상림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2. Business Domain 1

최고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환경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그간 변화시킨

성과입니다.

작은 스타트업 부터 대기업까지.



토목분야  
건설회사 리뉴얼

토목분야 건설기업, 

이안지오텍 홈페이지 리뉴얼

2021.03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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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

인바디 라틴아메리카 
리뉴얼

체성분 분석기 세계 1위 기업,

인바디 라틴아메리카 홈페이지 리뉴얼

2021.03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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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기업

신한항업 리뉴얼 

공간정보사회의 글로벌 리더, 

주식회사 신한항업 홈페이지 리뉴얼

2021.06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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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마케팅 회사

리뉴얼

국내 1위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 회사, 

이상한마케팅 홈페이지 리뉴얼

2020.10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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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컨설팅회사

리뉴얼

국내 1위 유튜브 컨설팅, 

라이징유튜브 홈페이지 리뉴얼

2020.10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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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아웃소싱 플랫폼

위시켓 블로그 리뉴얼 
(SEO)

IT 아웃소싱,

위시켓 블로그 사이트 리뉴얼

2021.12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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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기업

동아ST 리뉴얼

세계적 수준의 제약기업,

동아ST 홈페이지 리뉴얼

2021.12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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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그룹 대표회사

한화 글로벌 리뉴얼

한화 그룹의 뿌리 (주)한화 글로벌,

한화 글로벌 홈페이지 리뉴얼

2021.12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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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시스템분야

TWC 리뉴얼

비대면 AI통합 상담 솔루션 No.1

TWC 홈페이지 리뉴얼

2021.10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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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대학생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체감하는,

재외동포 대학생 온라인 모국 연수 홈페이지

2021.05

CLIENT. 외교부

SITE URL https://okfyouthcamp.com/

TYPE. 반응형웹

PROJECT 
BRIEF.

외교부와 함께 진행한 여러 재외동포 대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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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산업의 글로벌리더,

신한항업

2021.06

CLIENT. 신한항업

SITE URL https://shas.co.kr/

TYPE. 반응형웹

PROJECT 
BRIEF.

공간정보 기술력으로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신한항업의

반응형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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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과학적 난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포스텍 기후변화 연구실

2021.05

CLIENT. 포스텍

SITE URL http://csl.postech.ac.kr/

TYPE. 반응형웹

PROJECT 
BRIEF.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난제인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포스텍 기후변화 연구실의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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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코딩의 만남,

플랜투이노

2021.06

PROJECT 
BRIEF.

식물과 함께 체계적인 코딩교육을 진행하는 플랜투이노의 

반응형 홈페이지 입니다.

CLIENT. 그린포러스

SITE URL https://www.plantuinoedu.com/

TYPE. 반응형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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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No.1 온라인 클래스,

생각정리클래스

2021.07

PROJECT 
BRIEF.

화이팅

CLIENT. 복주환 대표님

SITE URL http://thinkclass.co.kr/

TYPE. 반응형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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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가득담긴 한상,

리치코리아

2021.07

PROJECT 
BRIEF.

화이팅

CLIENT. 리치코리아

SITE URL https://hoonjanggol.com/

TYPE. 반응형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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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컨설팅의 혁신을 꿈꾸는,

리베라 입시컨설팅

2021.08

PROJECT 
BRIEF.

화이팅

CLIENT. 리베라

SITE URL https://www.liberaconsulting.co.kr/

TYPE. 반응형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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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창현

2021.10

PROJECT 
BRIEF.

화이팅

CLIENT. 법률사무소 창현

SITE URL https://chhlaw.co.kr/

TYPE. 반응형웹

03. Portfolio 1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30 Step

2022.10

CLIENT. 이니시오에스엔에스

SITE URL https://30step.com/

TYPE. LMS, 정기구독, 반응형 웹

PROJECT 
BRIEF.

30 Step은 온라인 강의, 책, 오디오 등의 콘텐츠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아실현
을 실행하도록 돕는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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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억제 농업필름,

다우테크

2021.08

CLIENT. 다우테크

SITE URL https://www.dawootech.com/

TYPE. 쇼핑몰, 반응형 웹

PROJECT 
BRIEF.

다우테크는 국내최초로 해충 억제 기능이 있는 기능성 농업용 필름을 판매하
고 있는 기업입니다. 

03. Portfolio 1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

HALE & DALE

2021.12

CLIENT. HALE & DALE

SITE URL https://haleanddale.com/

TYPE. 쇼핑몰, 반응형 웹

PROJECT 
BRIEF.

헤일앤데일은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로 스킨케어, 클리너, 토너 등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03. Portfolio 1



HALE & DALE,

상품 페이지

TYPE. 쇼핑몰, 반응형 웹

PAGE 
BRIEF.

헤일앤데일의 디자인 컨셉인 미니멀리즘이 연상될 수 있도록, 핵심정보를 제
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제외하고 제작하였습니다.

03. Portfolio 2



HALE & DALE,

제품 상세 페이지

TYPE. 쇼핑몰, 반응형 웹

PAGE 
BRIEF.

앞선 상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헤일앤데일의 디자인 컨셉인 미니멀리즘이 
연상될 수 있도록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03. Portfolio 3





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플랫폼,

Magicdrug

2021.11

CLIENT. Magicdrug

SITE URL https://www.magicdrug.net/

TYPE. 플랫폼 

PROJECT 
BRIEF.

매직드럭은 특별한 배경음악, 효과음, 자막효과, 영상효과을 구매하는 사람과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03. Portfolio 1



Magicdrug,

음원다운로드 페이지

03. Portfolio 1

TYPE. 플랫폼

PAGE 
BRIEF.

매직드럭의 디자인 컨셉인 창의성과 독특함을 살리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음
원 다운로드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