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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훌륭한 스토리는 잊고 살던 나의 꿈과 진심을 마주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위로는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곤 합니다.

‘스토리 커뮤니케이션’은 진실한 마음을 찾아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꿈과 브랜드의 진심이 스토리로 전해질 때

고객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은 기억으로 남아 ‘가치’로 커져갑니다.

모든 비즈니스에 담긴 진심을 찾아 재미와 감동을 더해 고객에게 전하는 일.

12년차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진심을 찾아 전합니다.



올댓스토리는 이야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 끝맺으니 올댓스토리의 비즈니스는 단순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 이야기가 숨어있고, 모든 것에 적용되니

이렇게 다채로울 수 없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유통하고 즐기는, 이야기 자체가 ‘목적’인 일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웹툰, 뮤지컬, 강연이란 옷을 입혀 이야기를 내보냅니다.

기업과 기관, 브랜드를 만나면 이야기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올댓스토리는 대중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을 적용시켜

기업과 브랜드의 전략을 컨설팅하고 상품을 기획합니다.

기업과 기관의 인재들이 보다 확실하게 가치와 비전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까닭은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도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고 계신가요?

이야기로 공감하는 일을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꿈꾸는 이곳.

올댓스토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CEO 김희재

김희재 Alex Kim

· 시나리오 작가
· 스토리 전문기업 ㈜올댓스토리 대표
· 추계예술대학교 영상시나리오학과 교수



WHAT WE DO

소비활동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고객에게 어떤 가치와 정서적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합니다.
올댓스토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을 적용시켜 기업과 브랜드의 전략을 컨설팅하고 새로운 상품을 기획합니다.

조직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사고 하나로 모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 즐거운 실행과 공유를 유도합니다.
올댓스토리의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은
조직 구성원들이 비전과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공간과 지역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방문객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설계합니다.

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기업·조직문화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공간·지역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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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조사

브랜드/조직 히스토리 분석
소비자 조사자료 분석

업계 및 관련 트렌드 분석

진단

직접조사

임직원 인터뷰
소비자 인터뷰

자료분석

자료 요약 및 심층 분석
스토리 소재 분류
스토리 이슈 도출

세계관 스토리 개발

세계관 설정

주제 합의
(스토리 개발 방향 합의)

스토리 요소 설정
세계관 설정

스토리 개발

세계관 기반 스토리 콘셉트 도출
상품/공간/브랜드/조직문화

스토리 개발

스토리 요소의
비즈니스 모델링

스토리 로드맵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설계
감동요소 설정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목표 설정

콘텐츠 매트릭스

상품/공간/브랜드/조직문화
가치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IMC, 디자인, 채널 전략, 
중장기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도출

전략개발 및 실행

전략개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설계에 따른

IMC,PR 전략 방안 마련

전략실행

IMC 캠페인
상품기획

공간/지역 스토리텔링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부 임직원 교육

CSR 캠페인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 커뮤니케이션북

스토리 커뮤니케이션은 이야기 창작 이론을 커뮤니케이션 전략화 한 이론으로, 

이야기 구조의 설계를 통해 청자(고객, 구성원)의 정서 변화를 유도하여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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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3장 구조와 수용자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 요소 설계를 통해

한 편의 영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함으로써 감동을 줍니다.

계기적 사건

클라이막
스

엔드
이미지

스토리 요소 설정에 따른 다양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주제 증명

이야기 3장 구조와 수용자의 감정변화를 중심으로

주제를 증명하고 엔드 이미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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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리아 베스킨라빈스 매장 컨셉/스토리 개발

김영모 베이커리 만화 <My sweet road> 제작

법무연수원 만화 <의혹> 제작

매일경제신문 도서 <우리 술 이야기> 출간

IBK 기업은행 인트라넷용 조직 커뮤니케이션 웹툰 연재

신한은행 인트라넷용 조직 커뮤니케이션 웹툰 연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창의인재 동반사업

파라다이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코오롱 W-store 브랜드 디자인 및 스토리 개발

훔볼트 커피브랜드 훔볼트 브랜드 스토리 개발

불스원 신규 방향제, '그라스' 브랜드 스토리 개발

세라잼 브랜드 스토리 개발

농수산물식품공사 청와대 사랑채 한식전시공간 스토리 개발

트리아드 조직문화 컨설팅

서울시청 가이드북, <서울 속 세계여행> 제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컨설팅

아모레퍼시픽 프랑스 사업부 히스토리북 개발

LG 전자 LG G5 컨셉 스토리 개발

유한양행 창립자, <유일한의 생애와 사상> 출판

교보생명 인문학 웹진,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통합운영

송파구청 송파구 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기획, 가이드북 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작가데뷔프로그램, 
상품공간스토리텔링 교육 운영

아모레퍼시픽 뷰티 브랜드 '설화수' 스토리 개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한라수 브랜드 스토리 개발

㈜세정 패션 브랜드 '헤리토리' 브랜드 스토리 개발

창업진흥원 도서 <넌 대리해, 난 사장할게> 제작

특허청 만화 <세상에 하나뿐인> 제작

디스트릭트 KINTEX 4D 체험관 전시공간 스토리 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창의인재 동반사업,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 컨설팅

㈜한국야쿠르트 V-food 브랜드 스토리 개발, 제품 기획, IMC 로드맵 개발

KT  교육용 로봇 '키봇' 애니메이션 스토리 개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의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개발

인천 중구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코스 스토리텔링 개발

사노피 아벤티스 '투제오', '로벨리토' 제품 스토리 개발
핵심가치 내제화 캠페인 진행
비전 킥오프 미팅 콘텐츠 개발

현대자동차 고양시 체험 전시관 스토리 개발

CJ  비비고 김치 스토리 개발

교보생명 인문학 웹진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콘텐츠 제작

정읍시청 최치원 문화관광자원 기획/개발

예산군청 '의좋은 형제 마을' 스토리텔링

달서구청 대구광역시 선사시대로 스토리 개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위탁운영

유한필리아 '피토푸라민' 제품 스토리 개발
신규 브랜드 '리틀마마' 브랜드 스토리 개발

자연당 중국계 뷰티 브랜드 스토리 개발

유한양행 유일한 팬만들기 온라인 캠페인 진행
KBS 다큐멘터리 제작
광복절 뮤지컬 플래시몹 제작
창립자 <민족기업인 유일한은 독립운동가였다> 출간

사노피 아벤티스 CSR 브랜드 '초록산타' 온라인 캠페인 진행
2018 연하장 제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스토리, <인생설계사> 기획/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작가데뷔 프로그램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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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올댓스토리 설립

KT  기업 스토리 컨설팅

IF Thou Must Love ME   웹툰 스토리 개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CEO대상 문화교양 강좌 개최
(총 4회)

서울시 한강이야기정거장 스토리텔링

SERI CEO  스토리텔링 동영상 강의 개발

교보증권 시니어 서비스 '로즈' 브랜드 스토리 개발

LS-Nikko 동제련 홍보를 위한 브랜드/제품 스토리 개발

씨크릿 우먼 뷰티 브랜드, 씨크릿 우먼 브랜드 스토리 개발

한국한의학연구원 만화 <한방에 산다> 개발

G market  해외봉사단 19기 프로그램 기획 및 취재

LG 디스플레이 비전 리더십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2012

모닝글로리 ‘Moongs＇ 캐릭터 스토리 및 배경 이미지(맵) 개발

수학사랑 수학박물관 브랜드 스토리 개발

한국화이자제약 프리베나13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사노피 아벤티스 당뇨 인식 개선 페이스북 영상 캠페인 진행

SK SKT 핵심가치 내재화 프로그램

2019 KGC인삼공사 굿베이스 브랜드 스토리 개발

SEMES 비전 슬로건, 기업 비전 스토리 개발

사노피 아벤티스 성인 아토피 질환 알리기 캠페인 진행

성동구청 두모포 뮤지컬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두모포 대형 벌룬아트 조형물 8종 제작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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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코오롱 |  코오롱 W스토어

사노피 아벤티스, |  당뇨병인식개선캠페인

김영모 베이커리 |  my sweet road

법무연수원 |  의혹

특허청 |  세상에 하나뿐인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방에 산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 한라수

㈜팔도 |  꼬꼬면

KT |  키봇2 

㈜한국야쿠르트 |  V food

불스원 |  불스원, 그라스

교보생명 |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유한필리아 |  리틀마마 브랜드 스토리

유한양행 |  유일한 팬만들기 캠페인

유한양행 |  광복절 플래시몹

유한양행 |  쉐어앤케어 독립캠페인

고객에게 제공할 정서적 가치와 혜택을 결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합니다.

모닝글로리 |  Moongs

수학박물관 |  수학사랑, 스페이스 해봄

한국화이자제약 |  프리베나13

KGC인삼공사 |  굿베이스

사노피 아벤티스 |  중증 성인 아토피 질환 알리기

캠페인



코오롱 W스토어 브랜드 스토리

"W스토어 약사들의 전문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브랜드 스토리의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W스토어라는 공간에 담긴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컨셉/포지셔닝
브랜드 ISC 전략 및 로드맵 개발
PB상품 개발 컨설팅을 통한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개장

PROJECT

(주)코오롱

11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NEEDS

SERVICE

PARTNER



12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서울시·사노피 - 당뇨병 인식 개선 캠페인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 이상이 겪고 있는 당뇨병
은 그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병이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에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
다. 서울시 차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
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남의 일’로 받아들여 효과
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성적인 정보전달을 위해선 그 정보를 받아들이
는 이의 감정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 이성적 정
보를 감성적 스토리로 가공하여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

SNS 영상 콘텐츠에 적합한 시나리오 개발
5~7분 가량의 단편영화 4편 제작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업로드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 100여 곳에 디지털 캠페인 진행
캠페인 영상 합산 조회수 260만 건 달성
환자단체, 의사단체로부터의 캠페인 시즌2 요청
의사가 주요 고객인 제약사 사노피에 대한 긍정적 브랜드 인지도 확산

PROJECT

NEEDS

SERVICE

사노피 아벤티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PARTNER
보러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3nwkbBhLSiQ&t=27s


13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법무연수원·특허청 外

브랜디드 콘텐츠 개발

“브랜드나 조직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역할, 특허 관련 업무의 중요성, 한의
학의 우수성, 제빵사의 세계 등 각 프로젝트
모두 유사한 니즈를 만화 스토리 혹은 웹툰으
로 제작

김영모 베이커리 <my sweet road> (2010),
법무연수원 <의혹> (2010),
특허청 <세상에 하나뿐인> (201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방에 산다> (2012)

PROJECT

NEEDS

SERVICE



14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제주 한라수 브랜드 스토리

“신규 생수 브랜드 ‘한라수’의 브랜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제주 Premium Water Brand 한라수의 브랜드 스토리
개발을 통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홍보물 기획

스토리 바이블
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브랜드 PR동영상

PROJECT

NEEDS

SERVICE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PARTNER



15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팔도 꼬꼬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꼬꼬면의 브랜드 스토리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꼬꼬면의 재기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재정립과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개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컨셉/포지셔닝
브랜드 ISC 전략
PR 기획 및 기사 작성

PROJECT

NEEDS

SERVICE

㈜팔도

PARTNER



16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KT 키봇2 애니메이션

"교육용 로봇 '키봇'의 스토리와 세계관 구축이 필요합니다."

KT 교육용 로봇 ‘키봇’ 의
캐릭터 구축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스토리, 캐릭터 세계관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3D 애니메이션)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KT



17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한국야쿠르트 V food 브랜드 바이블

"브이푸드의 브랜드 리인벤팅을 위한
스토리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스토리 개발
상품 기획
IMC 로드맵 제안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콘셉트, 브랜드 에센스
브랜드 비전, 미션 재정립
상품 기획
IMC 전략 및 로드맵 개발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한국야쿠르트



18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불스원 그라스 상품·브랜드 스토리

"차량 방향제 브랜드 그라스의 브랜드, 
상품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향수 ‘그라스’의
브랜드 스토리 개발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불스원



19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교보생명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통합운영

"고객, 비고객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주제로 한 콘텐
츠를 제공해 교보생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
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키우는 가족 인문학’을 주제로
교보생명의 주요 고객인 자녀를 둔 3040 세대를 위
한 인문학 콘텐츠를 공급하여 교보생명이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브랜드라는 점을 어필

월 1회 웹진 콘텐츠 공급 : 육아, 리빙, 여행, 요리,
일상 등을 소재로 하는 칼럼, 웹툰, 영상 콘텐츠 등
홈페이지 통합운영 : 웹개발사와의 협업을 통한 홈
페이지 디스트리뷰션 및 유지 보수 등 (전년도 대비
방문자 수 3배 증가)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교보생명 보러 가기

https://www.kyobostory.co.kr/contents.do?seq=240


20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유한필리아 리틀마마 브랜드 스토리

“영유아 전문 화장품 신규브랜드의
브랜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가치, 감성, 이미지를 담은 하나의 세계관으
로서 브랜드 확장의 영감과 기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로 활용되도록 개발

리틀마마 브랜드 스토리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유한필리아 보러 가기

http://www.littlemama.co.kr/index.html


21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유한양행 유일한 팬 만들기 캠페인

“유한양행의 창립자 유일한 박사, 그리고 유한양행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2030 세대에게 확산하고 싶습
니다.”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오늘
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독립정신'을 재해석해
제안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및 운영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운영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유한양행

보러 가기

https://www.facebook.com/selfhelp21


22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유한양행 광복절 뮤지컬 플래시몹

“유한양행 창립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되새길
캠페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2017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였던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담아낸 뮤지컬 플래시몹 제작 및 진행

뮤지컬 음원 제작
플래시몹 진행 및 영상 콘텐츠 제작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유한양행 보러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8oMQACuqaaM


23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쉐어앤케어 독립캠페인

“색다른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공유기부 플랫폼 '쉐어앤케어'와 협업해 '좋아요'와
댓글로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진
행. 일정 목표 이상의 참여 달성 시 유한양행의 이
름으로 전액 기부.

캠페인 스토리 개발 및 대행
2회 모두 목표기부액 달성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유한양행



24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모닝글로리 – ‘Moongs’ 캐릭터 스토리

“모닝글로리의 자체 개발 캐릭터 뭉스(Moongs)의
시장반응이 나름 존재하지만 제품기획이나 디자인
확장에서 있어 기준이 모호합니다. 스토리를 통해
이러한 기준을 정비하고 싶습니다.” 

목화, 변신 등을 소재로 하는 캐릭터의
탄생 스토리, 배경 스토리 등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디자인 및 제품 개발에 있어 기준을 갖도록 함.

캐릭터 월드 셋팅
캐릭터 스토리 개발
배경 이미지(맵) 제작

PROJECT

NEEDS

SERVICE

모닝글로리

PARTNER

보러 가기

http://www.moongs.kr/


25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수학사랑, 스페이스 해봄 브랜드 스토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의 본질적 가치와
철학, 브랜드 체계를 정립하고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하고 싶어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수학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쉽게 정리하고
타겟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기 기획 회의를 진행.
이 를 기 반 으 로 명 확 한 타 겟 들 을 정 의 하 고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가 내재한 본질적 가치를
도출 . 직관적인 비즈니스 소개를 위해 철학을
정립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

수학박물관 역사 정리
브랜드 스토리 구축 단계 정기 회의 진행
수학박물관 브랜드 스토리 정리
수학박물관 브랜드 스토리 브로셔 제작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수학사랑



26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프리베나13 –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백신 제품 관련 광고 등의 규제와 내부 가이드라
인의 벽이 높아 메시지 개발이 어렵습니다. 경쟁 브
랜드가 생겨나고 있는 이 때 영업 현장을 위한 단일
한 목소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관련 제품이 처한 의약산업 차원의 접근에서 한발짝 물러나
고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서야 하며,
동시에 내부고객이 어떤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Background 스토리와 타깃 고객별 슬로건을 개발함

워크샵 형식의 컨설팅 진행 (총 8세션)
타깃별 제품 카피라이팅

PROJECT

NEEDS

SERVICE

한국화이자제약

PARTNER

보러 가기

https://www.prevenar13.co.kr/ped


27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굿베이스 – 브랜드 스토리 개발

“제품 라인이 다양화 되면서 단일한 제품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제품 스토리
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제품의 우수성을 어
필하는 것이 중심. 여기서 나아가 건강에 대한 문화
적 관점을 제시하고 고객 혜택을 보다 풍부하고 깊
게 다루는 스토리가 필요함.

브랜드 스토리

PROJECT

NEEDS

SERVICE

KGC인삼공사

PARTNER



28상품·브랜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사노피·열정에 기름붓기 – 중증 성인 아토피 질환 알리기 캠페인

“중증 성인 아토피 환자들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
습니다. 질환 자체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
들이 중증 성인 아토피 질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가 있거나 심지어 질환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
향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은 중정 성인 아토
피가 질환임을 알리면서도 아토피안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중증 아토피 질환에 관한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나
와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인물 중
심의 스토리텔링을 펼치면서도 아토피안들의 이야
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기 계발 콘텐
츠 및 매체 전략으로 접근.

환자 및 의사 등 관련자 25회 인터뷰 진행
캠페인 메시지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매체 발굴(열정에 기름붓기) 및 파트너십 체결
5편의 SNS 콘텐츠(영상 및 카드뉴스) 스토리 공동 기획개발
2건의 카드 콘텐츠, 1건의 단편 영화, 1건의 강연 영상, 1건의 실험 다큐
캠페인 합산 300만건 이상의 조회수 및 4만건 이상의 공감 및 공유 유발
아토피 환자들로부터는 위로와 응원, 연대를 느꼈다는 피드백을
캠페인 경험자들루부터는 다양성을 위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냄.

PROJECT

NEEDS

SERVICE

사노피 아벤티스, 열정에 기름붓기

PARTNER
보러 가기

https://www.facebook.com/passionoil/videos/430778121041591/UzpfSTEwMDAwMDk5OTkxNDU2MToyMzAyMTM1MTA5ODI5Nzk3/?q=%EB%82%98%EB%8A%94%EC%9D%B4%EC%83%81%ED%95%9C%EC%82%AC%EB%9E%8C%EC%9E%85%EB%8B%88%EB%8B%A4&epa=SEARCH_BOX


사노피 아벤티스 |  환자중심주의 내재화 캠페인

LG 디스플레이 |  LG 디스플레이 비전 리더십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IBK 기업은행 |  IBK 기업은행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사노피 아벤티스 |  사노피 킥오프미팅

SEMES |  비전 슬로건 개발

기업·조직문화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고 하나로 모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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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아벤티스

환자중심주의 내재화 캠페인

“전사적으로 ‘환자중심주의’라는 핵심가치를 설정하였
지만 바쁜 업무, 동종 업계에서의 경쟁, 제약회사의 제
한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내외근직 사원 모두 실제 환
자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
노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환자의 삶, 더 나아가 세
계인들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임을 모든 직원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스
토리 커뮤니케이션은 주인공(사노피 임직원)의 이
야기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함으로써 감동을 줌. 이
러한 측면에서 ‘내재화’란 곧 ‘나의 이야기’, 핵심가
치의 개인화를 의미함. 사노피의 임직원을 핵심가
치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캠페인을 진행함.

사노피 킥오프미팅 도입부 섹션 기획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직원 인터뷰 영상)
핵심가치 리마인더 제작(책상 비치용)
POA 진행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사노피 아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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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디스플레이

비전 리더십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새로 설정한 기업의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업 비전 공유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일환으로
회사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스토리 콘텐츠 개발

기업 스토리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제작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연극 스크립트)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LG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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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전사적으로 선포한 기업의 핵심비전을
전직원이 내재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임직원 간의 효과적인
내부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조직 문화 스토리 개발

내부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인트라넷 웹툰, 직원들 댓글 참여 다수,
기존 10회 계획에서 연장 연재 진행)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IBK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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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아벤티스 킥오프미팅 스토

리텔링

“딱딱한 분위기에 집중도도 저조한 킥오프미팅에서
직원들이 행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없을까요?”

2015년도 사노피의 핵심 메시지인 '환자중심주의' 내재
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첫 프로그램으로 전직원이 참석한
킥오프미팅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브랜디드 콘텐츠, 단편영화 <3분>
브랜디드 콘텐츠, 다큐멘터리 <민찬이 이야기>
외부 연사 및 내부 직원 스피치 스토리 작업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사노피 아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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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핵심가치 내재화 프로그램

“핵심가치를 개발하였지만 아직은 선언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를 조직 내에서 살아있느 가치로 만들고 싶습니다.”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하여 핵심가치 전파가 또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토크쇼 콘텐츠 제작
마음 자판기 기획 및 운영
스크린세이버 기획 및 제작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SK텔레콤

보러 가기

https://drive.google.com/file/d/1zxsXe1xl1XldNwg2fEaHQqmRYJN0kgWq/view


35기업·조직문화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SEMES – 비전 슬로건 개발

“반도체 장비 회사인 저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
존의 비전 슬로건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생
겼습니다. 기존의 비전은 Goal을 구체적으로 명시했
는데 보다 핵심가치에 집중하는 비전 슬로건을 개
발하고 싶습니다.” 

내부고객 인터뷰를 통해
이미 내재된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비전 슬로건으로 개발

비전 슬로건 개발
기업 비전 스토리 개발
내재화 프로그램 기획

PROJECT

NEEDS

SERVICE

SEMES

PARTNER



송파구청 |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개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전남 지역특화 영상화 콘텐츠 스토리 개발

㈜비알코리아 |  Favorite D

디스트릭트 |  Noi live

인천 중구청 |  인천 중구청 스토리텔링

농수산물식품공사 |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

서울시청 |  서울 속 세계여행

공간·지역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공간과 지역이 품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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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개발

“기존 송파의 도보관광코스가 관광객들의 니즈를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여, 스토리를 보완하고 트렌
디하면서 실용성 있는 도보관광 가이드북과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하나의 주제로 송파가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정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타겟층들이 흥
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소구점이 있는 도보코
스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
가이드북과 지도 또한 기존의 딱딱한 설명적 형식
보다 실제 관광객이 이 코스를 즐길 수 있도록 구
체적으로 묘사한 '감성적 에세이' 형태로 만드는 콘
텐츠적 접근을 시도.

송파도보여행코스 8곳 개발
8개 코스에 대한 도보여행 스토리 개발
8개 코스를 소개하는 에세이 형태 가이드북 개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각 2천부)
개별 지도 8종과 전체지도 1종의 총 9개 지도 개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각 2천부)
전국 지차체 기관 및 관광센터 유통
송파 구글플레이 관광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360p 내외 송파 이야기 자료집 개발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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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특화 영상화 콘텐츠 스토리 개발

“전남 지역을 배경으로 영상화가 가능한 스토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지역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
는 지역색을 발굴하고자 함. 지역이 가진 소재에 집
중하기보다 지역의 정서적 핵심 가치를 발굴하여
콘텐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지역의 소재는 스토
리의 소재로 다뤄질 뿐 그 자체로 주제가 될 수는
없기에 전남의 정서적 가치와 지역색을 발굴해 전
남만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흥행할 만한 지역
콘텐츠를 제작함.

TV 드라마 16부작, <인생설계사> 기획안 및 대본 2화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필름마켓 판권 문의 쇄도 (2017)
드라마제작사, 대본 집필 계약 체결 (2018)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9공간·지역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비알코리아 베스킨라빈스 Favorite

D

“카페 베스킨라빈스의 체류 이용고객을 늘리고, 
플래그십 스토어로서 포지셔닝하는 공간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배스킨라빈스 Favorite D의
성공적 런칭을 위한 공간 스토리 개발

캐릭터 스토리 개발
공간 스토리 제안
공간 아이덴티티 개발
전국 베스킨라빈스 매장 리뉴얼 적용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비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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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릭트 Noi Live

“전시 공간의 체험 흐름에 따른 스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산 KINTEX세계 최초 4D체험형
라이브 파크의 공간 스토리 기획 ,개발

공간 스토리 개발
공간 아이덴티티 및 콘셉트 개발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차세대 콘텐츠 대상 수상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디스트릭트



41공간·지역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인천 중구청 근대역사문화 스토리

텔링

“인천의 근대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이드북이 필요합니다.”

한국 근대화의 시발지 인천의 근대역사문화를
조명하는 근대역사문화회랑의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스토리텔링북 제작

공간 스토리
공간 디자인
브랜드 ISC 전략 및 로드맵 개발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관광 스토리텔링북)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인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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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

“청와대 내 전시공간, 사랑채의 한식 관련 기획전시에
스토리텔링적인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관람객의 입장에서 시간여행을 하는 플롯으로
Zone별 전시공간 스토리 개발

전시관 내 공간 스토리텔링
zoning, 상품 스토리 등 개발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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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 속 세계여행 관광 가이드북

“서울에 위치한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을 소개하는
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정보 전달 위주의 가이드북에서 벗어나 처음 해당
장소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 형태의 가이드북 제작

1,000여 건의 지역 이야기 자원 발굴
65p 분량의 가이드북 제작 (국문, 영문, 일문, 중문)

PROJECT

NEEDS

SERVICE

PARTNER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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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두모포 600주년 출정 페스티벌

“600주년을 맞이한 두모포 출정 역사와 그 장소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성동구 고유의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생소한 두모포의 역사를 타겟들(2030SNS세대)이
가장 공감할 만한 동시대적 주제의식과 연결시켜
역사를 재해석. 그 재해석된 이야기를 기반으로 역
사와 장소를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3단계(전시,
SNS, 뮤지컬 페스티벌)의 콘텐츠 로드맵을 설계하
고 실행, 제작하여 큰 효과를 거둠.

공간/지역 스토리
공간/지역 아이덴티티 구축
콘텐츠 컨셉/포지셔닝
콘텐츠 전략 및 로드맵 개발
대형 벌룬아트 조형물 8종 디자인 및 개발
(SNS해시태그 1000개 이상)
국내 대형SNS서비스 업체와 제휴 콘텐츠 개발
(SNS도달률 300만회 이상)
제1회 두모포 뮤지컬 페스티벌 기획, 제작
(방문객 5천 여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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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러 가기

https://youtu.be/AKzz0Hu6D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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