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OCTOBER, 2019

웹몬회사소개서

본 제안서는 웹몬스터의 제작물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웹몬스터에 있으며,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됩니다.

WEB-MON VISION

비전

웹몬은 하나의 분야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웹몬은 구축된 template을 이용하지 않고

디자인 경험 15년, website 제작 10년

경쟁사 web trend분석을 통한 brand

프랜차이즈/기업/쇼핑몰/병원/교육 등

자체 publishing을 하기때문에

노하우의 원활한 소통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creative한 디자인과

다양한 분야의 특성에 맞춰 제작합니다.

틀에 박힌 template이 아닌

client의 성공을 위해 연구/노력합니다.

친화적 UI로 user에게 편의성과

user에 맞게 설계/구축이 가능합니다.

정보전달 효과로 brand 가치를 높입니다.

WEB-MON INFO & HISTORY

소개 및 연혁

前 AD회사의 웹프로젝트팀 핵심 멤버,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가 협업하여 2016년 12월 스타트업으로 시작되어 강서
구 공항동 소재 現 웹몬이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정직원 2명 / 프리랜서 4명으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각 전담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져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
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5년 경력의 노하우와 젊은 감각으로 큰 프로젝트들을 맡으며 클라이언트에게는 만족
할 결과물을! 웹몬에게는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 함께 성공의 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12 웹몬 설립

02 차타임라운지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오픈 및 유지보수

02 차타임라운지 BRAND 홈페이지 오픈 및 유지보수

01 탑브릿지 홈페이지 제작

04 RQ 로케이션 홈페이지 제작

03 톡스앤필 아카데미 홈페이지 제작 (개발)

02 크리에이터 스토어 홈페이지 제작

08 두끼떡볶이 유지보수 수주

03 필드맨 게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03 서울이수치과 홈페이지 제작 中

08 천호엔케어(천호식품) 외부몰 유지보수 수주

05 스카이링크 홈페이지 제작

04 정훈에듀 홈페이지 리뉴얼 中

09 비비지네트웍스 홈페이지 제작

07 서재곤링커병원 유지보수 수주

05 한가네 숯불닭갈비 프랜차이즈 리뉴얼 및 유지보수

09 쥬얼리 쇼핑몰 도로시 리뉴얼

09 주식회사 에코이브이 홈페이지 제작

07 서울대치의학대학원 동문 홈페이지

11 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리뉴얼

11 국선생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

08 오닭꼬치 프랜차이즈 리뉴얼 中

12 아이베스트 유학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12 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2차 리뉴얼

09 두끼떡볶이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

CLIENT

웹몬과 함께하는 파트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