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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MEDIA

회사 소개

| ALL MASTER MEDIA |

에이엘엠미디어는 웹 콘텐츠 제작사이자
출판사이며 공급사입니다.

다양한 웹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출판사로서 도서를 출판하고 발행합니다.

에이엘엠미디어는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 사 명 주식회사 에이엘엠미디어

대 표 이 사 배가혜

주 요 사 업 웹소설 / 웹툰 출판, 매니지먼트업

법인 설립일 2020.11.04.

본사 주소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410호

홈 페 이 지 www.almmedia.kr

대 표 메 일 contact@almmedia.co.kr

대 표 전 화 070-8886-3377



VISION

비젼

| 창작자와 상생을 모토로 |

작가 출신의 대표가 이끄는 회사

에이엘엠미디어는창작자와 상생을 모토로 합니다.

- 사내 제작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가들과의 협업을 진행
- 작가의 부담은 낮추면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임

- 체계적인 사내 교육 시스템
- 웹 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

- 한 명의 PD가 최대 5명의 작가를 전담
- 높은 수준의 작가 및 작품의 매니지먼트를 보장



HISTORY

연혁

2020. 11. 법인 설립

2020. 12. <사막과 초원의 물방울> 시나리오 작업 착수

2021. 03.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승인

2021. 01. <초보자가 MMORPG하는 만화> 웹툰 연재

2021. 03. 출판사 신고 제 2021-000014호

2021. 05. <왕자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 시작

2021. 04. <이야기의 조각/판톰> 웹툰 서비스 시작

2021. 06. <산 너머 우주리> 웹툰 서비스 시작

2021. 05. 아시아경제 TV 클로즈업 기업 현장 인터뷰

2021. 01. YOUTUBE 채널 개설



HISTORY

연혁

2021. 08. 사막과 초원의 물방울 웹소설 서비스 시작

2021. 08. 문화콘텐츠기업보증 1억원 승인

2021. 09. 세종웹툰캠퍼스 기업 입주 신청 승인

2021. 10. <이야기의 조각> 북미 Tapas Media 공개(Eng)

2021. 09. K-Comics & Animation in Europe 행사 참여

2021. 10. New York Comic Kon 행사 참여

2021. 1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2차 사업화 간담회 참석 예정 <산 너머 우주리>

2021. 10. <사막과 초원의 물방울> 웹툰 서비스

2022. 02. <왕자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웹소설 서비스 예정

2021. 08. POWERKOREA <CEO&GLOBAL> 8월호 인터뷰 -P.52

2021. 08. ISSUE MAKER 자랑스러운 한국의 인물 선정. 8월호 인터뷰 -P.46

2021. 10. <수염 & 멜빵/PIPO> 웹툰 서비스



BUSINESS ITEM
사업 아이템 소개

자체 제작

▷자체 제작
에이엘엠미디어는 만화 작업 실무 경험이 있는
사내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장르의
웹툰 / 웹소설을 제작합니다.

▷협력 제작
기성 / 신인 작가와의 협업으로 웹툰을
공동제작합니다. 작가의 부담을 낮추어 더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더 오래,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OSMU
기존 웹툰/웹소설을 활용하여
웹툰/웹소설/영상/드라마/게임 등 다른 콘텐츠로
2차 확장을 꾀합니다. 언제나 관심있는 협력사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협력 제작 OSMU



진행중인 사업

◈ 초보자가 MMORPG하는 만화

◈ 사막과 초원의 물방울

◈ 왕자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 산 너머 우주리

◈ 이야기의 조각

◈ 수염&멜빵

PROJECT/PORTFOLIO



WEBTOON



초보자가MMORPG하는만화

장르: 일상/게임/코믹 (40화 1시즌 완결)

작가: 2b(almmedia)

내용: 친구 꼬꼬의 꼬드김으로 MMORPG의 세계에

발을 들인 콘솔게이머 쑈쑈! 콘솔게임으로 다져진

실력을 보여주마! ...아니,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ㅠㅠ

처음 겪는 MMORPG의 세계는 험난하기만 한데...

특이사항: 자체제작, IP 보유

연재처: 



사막과초원의물방울

장르: 로맨스 / 로맨스판타지 / 시대물

작가: 김G / 2b(almmedia)

내용: 8세기 실크로드를 지나는 상단을 배경으로 네

남주의 제각기 다른 구애가 펼쳐진다! 상단의

후계자 유성안의 동서양을 넘나드는 상행에서

만나는 로맨스.

특이사항: 자체 제작, 웹소설과 동시 진행

연재처: 2021년 10월 서비스 예정



산너머우주리

장르: 일상 / 개그 / 판타지 / SF / 드라마

작가: 판톰 & ALM MEDIA

내용: 한국 경상북도 깡촌에 떨어진 어수룩한

외계인, 악당 유디트! 세 할매에게 잡혀 농촌의

인력으로 거듭나는데...? 외계인의 한국 농촌 체험

판타지!

특이사항: 공동제작

연재처:



이야기의조각

장르: 미스터리 / 호러

작가: 판톰

내용: 꼴비츠가 꾸는 악몽의 편린들. 7개의 기묘한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앨리스를 찾던 드단 엘리시, 침묵 너머로 걸려온

연인의 전화, 제일 완벽한 A.I.를 만든 천재의 고독한 죽음, 인어의

선물, 눈보라 치는 밤에 찾아온 어떤 사냥꾼의 고백, 기묘한 신사

프레드릭의 사업, 그리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기묘한 존재와

만나는 꼴비츠의 이야기.

특이사항: 단행본 출간(2021.10.) / 영어, 한국어 서비스 진행중

연재처:



수염& 멜빵

장르: 판타지 / 미스터리 / 어드벤처 / 코믹 / 드라마

작가: PIPO

내용: 신비한 생물을 기록하는 에릭과 그의 조수 윌이

함께 다니며 얽히는 모험 이야기! 검은 다이아몬드는

무엇이며, 그를 둘러싸고 왕실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

해결하라, 미스터 & 미스터!

특이사항: 스크롤 재편집 및 추가 에피소드 반영하여

재연재, 단행본 제작 예정

연재처: 10월 말 예정



WEBNOVEL



사막과초원의물방울

장르: 로맨스 / 로맨스판타지 / 시대물

작가: 김G

내용: 8세기 실크로드를 지나는 상단을 배경으로 네

남주의 제각기 다른 구애가 펼쳐진다! 상단의

후계자 유성안의 동서양을 넘나드는 상행에서

만나는 로맨스.

특이사항: 자체 제작, 웹툰과 동시 진행

연재처:



왕자를없애기로했습니다

장르: 로맨스판타지

작가: 김G/ALM MEDIA

내용: 대한민국 평범한 사학과 재학생 이은희가

신분제 사회가 살아 숨쉬는 소설의 엑스트라로

빙의했다. 민주주의 시민인 그가 택한 길은? 단두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천부인권! 민주주의! 

신분사회 타파!

신분? 귀족? 단두대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

특이사항: 자체 제작

연재처: 2022년 2월 서비스 예정



에이엘엠미디어는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신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시나리오 제안,

포트폴리오, 협업 등을 언제나 메일로 제안받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작가 분들과 여러 회사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대표 메일: contact@almmedia.co.kr

대표 전화: 070-8886-3377

CONTACT US

mailto:contact@alm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