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leading manufacturer of Stationery and Art & Craft

한국 종합 문구를 선도하는 AMOS 최고를 위해 항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모스는 1984년 설립되어 풀의 대명사인 딱풀을 중심으로 

접착제류 화구류 점토류 물감류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종합 문구 회사입니다

아모스는 국내에서 물풀 사용이 일반적이었던 풀 시장에 고체 형태의 딱풀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문구용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동탄과 안성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풀의 대성공 이후 아모스는 어린이의 창의성 개발과 함께 놀이를 통해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1999년대 후반에 내가 직접 만드는 스티커 물감이라는 글라스 데코가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부드러운 감촉의 고급 크레파스 파스넷과 가볍고 색이 잘 섞이는 컬러 점토 아이클레이를 잇따라 유행시키고 

기존 색연필보다 부드럽고 색이 섞이는 색연필 파스넷 색연필 등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필수 준비물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제품은 어린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오감발달과 다양한 놀이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수출에 매진한 결과 1999년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아모스는 자동화 공정으로 인한 품질의 안정화 및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제품의 창의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2000년 2000만 불 수출의 탑, 2014년 3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국내 문구용품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문구용품 발전과 소비자들의 

즐겁고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도 우리나라 문구용품의 우수성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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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
글로벌 종합문구브랜드 아모스와 함께합니다

회사소개



BUSINESS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모스의 제품

GLUE   딱풀 · 목공풀 · 물풀 · 접착제

MARKERS   고체형광펜 · 싸인펜 · 네임펜 · 마카류

사업영역

STATIONERY

CRAYON   파스넷 · 파스넷 색연필 · 글라스펀

CLAY   아이클레이 · 스노우매직 · 아이폼 · 아이도우

PAINT & DECO   글라스데코 · 썬데코 · 페이스데코
ART &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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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모스의 제품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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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Europe

Middle East

Africa Ocean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BUSINESS
국내 영업소 현황

국내 영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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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서울 · 경기 · 강원

대전 · 충남 · 충북

광주 · 전남 · 전북

부산 · 경남 · 제주

대구 · 경북 · 울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HS타워 2층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길 73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00번길 23-2 1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 4로 76번길 16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120-7

주소

02 - 3452 - 0277

043 - 266 - 7169

062 - 366 - 6723

051 - 293 - 8584

053 - 356 - 3581

연락처



1980
1984’ May

(주)아모스 설립

HISTORY
30년 간의 변화와 도전은 계속됩니다

아모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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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Dec

㈜아모스 안성공장 가동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8-1)

2,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3’ Mar

㈜아모스 안성 제2공장 준공 (대지16,466㎡)

2004’ Mar

㈜아모스 안성공장 매각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8-1)

2008’ Ma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1990
1995’ Jul

서울사무소 개설(서울시 강남구)

1996’ Mar

(주)아모스 본사 신축 이전 (경기도 화성시)

1999’ Aug

(주)아모스 용인공장 준공 (대지7,046㎡)

1999’ Dec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및 표창(국무총리)

2010
2012’ Mar

㈜아모스 본사 신축 이전 (대지 10,381㎡) 경기도 화성시

2013’ Mar

ISO 22716 (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 획득

2014’ Dec

3,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6’ Mar

안성공장 BSCI (국제 윤리 경영 심사) 우수등급 업체 등록



ORGANIZATION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통한 만족스러운 품질제공

조직도

서울사무실
HEAD OFFICE

관리부
ADMINISTRATION

무역부
INTERNATIONAL SALES

영업부
DOMESTIC SALES

디자인실
DESIGN

구매 · 자재부
PURCHASING

동탄공장
DONGTAN FACTORY

CEO
CHIEF EXECUTIVE OFFICER

관리부
ADMINISTRATION

생산부
PRODUCTION

물류팀
LOGISTICS

안성공장
ANSEONG FACTORY

관리부
ADMINISTRATION

생산부
PRODUCTION

금형부
MOLDING

공무팀
MAINTENANVE OF EQUIPMENT

연구개발실
LABORATORY

연구개발
R&D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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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ystem
아모스의 전용 색상은 적용 매체에 따른 효과적인 색상 재현을 위해 Process · Pantone Colo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현시 Process Color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AMOS CI
아모스의 CI를 소개합니다

CI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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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Color Panton Color

PANTONE
Reflex Blue C

PANTONE
186C

AMOS BLUE
C100 / M90

AMOS RED
M100 / Y100



(주)아모스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HS타워 2층   TEL  |  02 - 3452 - 0553   FAX  |  02 - 3452 - 0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