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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스토리는?□

올댓스토리는“스토리”에관한모든일을하는곳이에요

01

브랜드· 기업· 기관· 지역· NFT
스토리를기획하고개발합니다

02

온· 오프라인홍보캠페인을
기획· 개발합니다

03

다양한포맷의콘텐츠를
기획· 제작합니다

04

기업· 기관리더분들을대상으로하는
강연· 컨설팅을합니다



“스토리”라는게도대체뭐죠?□

스토리는, 어떤상황에서든

한세계관안에서의통일성있는마음과태도를지니게해요.



“스토리”라는게도대체뭐죠?□

올댓스토리의스토리작업이란,

알리고, 판매하고, 설득하기전에 나의가치체계를확고히다지는작업입니다.

03. 상품 · 서비스

그가치는
어떠한모습으로나타나나요?

04. 홍보 · 마케팅

여러분의가치로운상품과활동들은
고객에게어떤모습으로표현되나요?

02. 조직문화 · 비전

세상에증명하기위한가치를
함께나누는사람들과는어떤가요?

01. 핵심가치

여러분이이세상에
증명하고자하는가치는무엇인가요?



올댓스토리는

스토리를다양한방식으로만들고표현해요
원하시는내용을클릭하시면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주요프로젝트포트폴리오“스토리”는어떤형태로납품이되나요?□

상품스토리

상품· 서비스에가치를담는방법

풍부한고객경험을위한상품· 서비스스토리개발

세상의모든상품과서비스에는존재의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
모두사람을이롭게하기위한것은물론이고,
각각의브랜드마다다양한가치들을고객에게이야기하고있습니다.
올댓스토리는상품하나하나에여러분의가치를담아내고있습니다.

브랜드스토리및가치체계정립 상품스토리, 컨셉, 디자인, 컨설팅

CRM 커뮤니케이션기획

작업영역

▲개별이미지를클릭하면해당포트폴리오상세로이동해요!



홈페이지

브랜드세계관을쉽고널리보여주는방법

브랜드런칭· 리뉴얼에따른웹페이지제작

대부분의기업· 기관· 브랜드가그러하듯,
웹페이지의층위를보면비전과철학이어떠하며,
어떠한활동을하고상품· 서비스를제공하는지정리가되어있습니다.
이를고객친화적인스토리의형태로개발하여제공합니다.

홈페이지텍스트(헤드카피포함) 홈페이지층위구성

중점을두기희망하는섹션에대한
개별스토리심화작업
(ex. 창립스토리, CSR, ESG 경영등)

홈페이지개발및디자인(요청시)

작업영역

▲홈페이지작업포트폴리오확인

상품· 서비스스토리포트폴리오(1/7)■

https://www.semes.com/


브랜드북

하나의 IP로써의브랜드스토리집대성

핵심철학및스토리를담아낸브랜드북제작

브랜드의아이덴티티를설명하는핵심철학, 히스토리, 그리고이를기반으로하는
다양한브랜드상품과활동을한권의바이블로제작합니다.
자체출판&IP 매니지먼트브랜드인 의경험을토대로
여러분의세계관을풍성하고깊이있게담아냅니다.

브랜드스토리전반구성· 집필 도서디자인

(희망시) 출간, 마케팅진행

작업영역

상품· 서비스스토리포트폴리오(2/7)■

http://www.storycabinet.net/


상품· 서비스스토리포트폴리오(3/7)■

유한필리아리틀마마브랜드스토리

NEEDS

“영유아전문화장품신규브랜드의
브랜드스토리가필요합니다.”

PROJECT

브랜드가치, 감성, 이미지를담은하나의세계관으로써
브랜드확장의영감과기준으로역할을하는것은물론,
그자체로부모와자녀사이의친밀감을높일수있는이야기로활용되도록개발

SERVICE

리틀마마브랜드스토리



상품· 서비스스토리포트폴리오(4/7)■

제주한라수브랜드스토리

NEEDS

“신규생수브랜드‘한라수’의브랜드스토리가필요합니다.”

PROJECT

제주Premium Water Brand 한라수의브랜드스토리개발을통한
스토리커뮤니케이션전략, 홍보물기획

SERVICE

스토리바이블
브랜드스토리
커뮤니케이션전략
브랜드PR동영상



상품· 서비스스토리포트폴리오(5/7)■

교보생명“광화문에서읽다거닐다느끼다”통합운영

NEEDS

"고객, 비고객을대상으로 '인문학'을주제로한콘텐츠를제공해
교보생명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자합니다."

PROJECT

‘우리가족의미래를키우는가족인문학’을주제로
교보생명의주요고객인자녀를둔3040 세대를위한
인문학콘텐츠를공급하여교보생명이가족의가치를중요시하는브랜드라는점을어필

SERVICE

월1회웹진콘텐츠공급: 육아, 리빙, 여행, 요리, 일상등을소재로하는칼럼, 웹툰, 영상콘텐츠등
홈페이지통합운영: 웹개발사와의협업을통한홈페이지디스트리뷰션및유지보수등
(전년도대비방문자수3배증가)



상품· 서비스스토리포트폴리오(6/7)■

불스원그라스상품·브랜드스토리

NEEDS

"차량방향제브랜드그라스의브랜드, 상품스토리가필요합니다."

PROJECT

프리미엄자동차향수‘그라스’의
브랜드스토리개발을통한브랜드아이덴티티정립

SERVICE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아이덴티티
브랜디드엔터테인먼트콘텐츠제작(애니메이션)



상품· 서비스스토리포트폴리오(7/7)■

코오롱W스토어브랜드스토리

NEEDS

"W스토어약사들의전문성이뛰어남에도불구하고
업계에서차별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전체적인브랜드스토리의리뉴얼이필요합니다."

PROJECT

W스토어라는공간에담긴스토리를발굴하고
이를입체적으로전달할수있도록하는
커뮤니케이션전략컨설팅및콘텐츠개발

SERVICE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아이덴티티
브랜드컨셉/포지셔닝
브랜드ISC 전략및로드맵개발
PB상품개발컨설팅을통한플래그십스토어리뉴얼개장



주요프로젝트포트폴리오“스토리”는어떤형태로납품이되나요?□

홍보캠페인(사내)

조직구성원들과의생각을나누는다양한방법

조직문화개선및비전공유관련캠페인

다양한세대와사람들이모여있는조직의문화를
스토리커뮤니케이션방법론을통해긍정적으로활성화할수있습니다.
내가이회사를왜다니는지, 내가하는일이세상에어떤의미를지니는지,
다양한이들이모였지만분명, 하나의목표를이루게할수있습니다.

온· 오프라인내부행사기획및운영 비전공유에관한다양한방식제안

다양한포맷의결과물
ex. 사내행사프로그램기획및운영, 브랜드필름제작,

직급별토론세션, 스크린세이버, 임직원강의등

작업영역

▲내부커뮤니케이션사례는프로젝트특성상, 미팅진행시공유가능한점양해부탁드려요😅



홍보캠페인(사내) (1/3)■

사노피아벤티스환자중심주의내재화캠페인

NEEDS

“전사적으로‘환자중심주의’라는핵심가치를설정하였지만바쁜업무, 동종업계에서의경쟁, 제약회사의제한적인영업활동등으로내외근직사
원모두실제환자의삶에대해생각하는것이어려운실정입니다.
사노피인으로살아간다는것은환자의삶, 더나아가세계인들의건강에기여한다는것임을모든직원들의마음에새길수있으면좋겠습니다.”

PROJECT

한편의영화가사람의마음을움직이는것처럼스토리커뮤니케이션은
주인공(사노피임직원)의이야기에공감하고몰입하게함으로써감동을줍니다.
이러한측면에서‘내재화’란곧‘나의이야기’, 핵심가치의개인화를의미함. 사노피의임직원을핵심가치의주인공으로설정한캠페인을진행했습니다.

SERVICE

사노피킥오프미팅도입부섹션기획
브랜디드콘텐츠제작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직원인터뷰영상)
핵심가치리마인더제작(책상비치용) 
POA 진행



홍보캠페인(사내) (2/3)■

LG 디스플레이비전리더십교육과정콘텐츠개발

NEEDS

“새로설정한기업의비전을구성원들에게자연스럽게공유하고싶습니다.”

PROJECT

기업비전공유를위한리더십프로그램일환으로회사의가치와철학을담은스토리콘텐츠개발

SERVICE

기업스토리
브랜디드엔터테인먼트&콘텐츠제작
(일러스트애니메이션, 연극스크립트)



홍보캠페인(사내) (3/3)■

사노피아벤티스킥오프미팅스토리텔링

NEEDS

“딱딱한분위기에집중도도저조한킥오프미팅에서
직원들이행사에몰입할수있도록할방안이없을까요?”

PROJECT

2015년도사노피의핵심메시지인 '환자중심주의' 내재화를위한프로젝트의첫프로그램으로
전직원이참석한킥오프미팅의스토리텔링콘텐츠기획및제작

SERVICE

브랜디드콘텐츠, 단편영화<3분>
브랜디드콘텐츠, 다큐멘터리<민찬이이야기>
외부연사및내부직원스피치스토리작업



주요프로젝트포트폴리오“스토리”는어떤형태로납품이되나요?□

홍보캠페인(대외-온라인)

가치있다고생각하는것을나누는방법

온라인홍보캠페인기획· 운영

기업에서대외적으로내고자하는목소리는참으로다양하죠.
사회적책임활동, 기업의이미지확산, 새로운상품· 서비스에대한이야기등을
듣는고객의입장에서의미있게받아들일수있도록
올댓스토리의스토리커뮤니케이션방법론을통해실현해보세요.

유튜브채널기획및운영 SNS 홍보캠페인기획· 실행

홍보캠페인콘텐츠기획· 제작

작업영역

▲제약사희귀질환인식개선캠페인포트폴리오확인

https://youtu.be/3nwkbBhLSiQ


홍보캠페인(대외-온라인) (1/3)■

서울시·사노피-당뇨병인식개선캠페인

NEEDS

“우리나라에만200만명이상이겪고있는당뇨병은그예방과관리법에대해인지하고있어야하는병이지만
일반인들의인식에편견과오해가있습니다. 서울시차원에서당뇨병에대한인식개선캠페인을
실시하고자하는데, ‘남의일’로받아들여효과가떨어지지않을까걱정입니다.” 

PROJECT

이성적인정보전달을위해선그정보를받아들이는이의감정적인동의가선행되어야함.
이성적정보를감성적스토리로가공하여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도록하는전략적접근을시도.

SERVICE

SNS 영상콘텐츠에적합한시나리오개발/ 5~7분가량의단편영화4편제작
서울시공식페이스북업로드및인플루언서마케팅을통한페이스북인기페이지100여곳
에디지털캠페인진행
캠페인영상합산조회수260만건달성
환자단체, 의사단체로부터의캠페인시즌2 요청
의사가주요고객인제약사사노피에대한긍정적브랜드인지도확산

오가닉조회수320만회기록한캠페인영상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3nwkbBhLSiQ


홍보캠페인(대외-온라인) (2/3)■

유한양행유일한팬만들기캠페인

NEEDS

“유한양행의창립자유일한박사, 그리고유한양행에대한
브랜드인지도를2030 세대에게확산하고싶습니다.”

PROJECT

독립운동가로활동한유일한박사의정신을오늘의청년들에게알리기위해
'독립정신'을재해석해제안하는페이스북페이지개설및운영

SERVICE

페이스북페이지콘텐츠제작및운영
유튜브채널(유일한의청년독립단)개설및운영
(구독자1.13만/ 22.06.28 기준)
2030 구독자수90% 이상

https://www.youtube.com/c/21cindependence


홍보캠페인(대외-온라인) (3/3)■

쉐어앤케어독립캠페인

NEEDS

“많은이들이공감하고인지할수있도록
스토리가있는색다른사회공헌활동을기획하고싶습니다.”

PROJECT

공유기부플랫폼 '쉐어앤케어'와협업해 '좋아요'와댓글로필요한곳에
기부할수있도록프로젝트진행. 일정목표이상의참여달성시유한양행의이름으로전액기부.

SERVICE

캠페인스토리개발및대행
2회모두목표기부액달성



주요프로젝트포트폴리오“스토리”는어떤형태로납품이되나요?□

홍보캠페인(대외-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공간에대한이야기를나누는방법

체험공간, 플래그십스토어, 오프라인전시, 패스티벌등의공간기획

공간에도분명이야기가있습니다.
많은기업이나기관은그공간의방문자들이그곳에서뭔가느끼기를바랍니다.
여러분이선보이고자하는공간으로의여정을떠나는이들에게
하나의세계를경험할수있는방법에대해고민합니다.

오프라인전시,패스티벌기획· 운영 체험공간스토리기획

오프라인매장
공간컨셉· 스토리개발

작업영역

지역관광스토리기획· 개발



홍보캠페인(대외-오프라인) (1/6) “페스티벌”■

서울시성동구청두모포페스티벌

NEEDS

PROJECT

SERVICE

브랜디드콘텐츠, 단편영화<3분>
브랜디드콘텐츠, 다큐멘터리<민찬이이야기>
외부연사및내부직원스피치스토리작업

“딱딱한분위기에집중도도저조한킥오프미팅에서
직원들이행사에몰입할수있도록할방안이없을까요?”

2015년도사노피의핵심메시지인 '환자중심주의' 내재화를위한프로젝트의첫프로그램으로
전직원이참석한킥오프미팅의스토리텔링콘텐츠기획및제작



홍보캠페인(대외-오프라인) (2/6) “공간· 지역스토리”■

송파도보관광코스스토리텔링개발

NEEDS

PROJECT

SERVICE

송파도보여행코스8곳개발/ 8개코스에대한도보여행스토리개발
8개코스를소개하는에세이형태가이드북개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각2천부)
개별지도8종과전체지도1종의총9개지도개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각2천부)
전국지차체기관및관광센터유통/ 송파구글플레이관광가이드애플리케이션개발
360p 내외송파이야기자료집개발

“기존송파의도보관광코스가관광객들의니즈를폭넓게수용하지못하여,
스토리를보완하고트렌디하면서실용성있는도보관광가이드북과지도,
어플리케이션등을제작하고자합니다. “

하나의주제로송파가관광객들에게전달하려는메시지를정리함과동시에
다양한타겟층들이흥미를가질수있도록명확한소구점이있는도보코스의추가개발이필요하다고진단.
가이드북과지도또한기존의딱딱한설명적형식보다실제관광객이이코스를즐길수있도록
구체적으로묘사한 '감성적에세이' 형태로만드는콘텐츠적접근을시도.



홍보캠페인(대외-오프라인) (3/6) “공간· 지역스토리”■

인천중구청근대역사문화스토리텔링

NEEDS

PROJECT

SERVICE

공간스토리
공간디자인
브랜드ISC 전략및로드맵개발
브랜디드엔터테인먼트콘텐츠제작(관광스토리텔링북)

“인천의근대역사문화자원을관광자원으로활용할
가이드북이필요합니다.”

한국근대화의시발지인천의근대역사문화를
조명하는근대역사문화회랑의스토리커뮤니케이션전략및스토리텔링북제작



홍보캠페인(대외-오프라인) (4/6) “공간· 지역스토리”■

비알코리아베스킨라빈스Favorite D

NEEDS

PROJECT

SERVICE

캐릭터스토리개발
공간스토리제안
공간아이덴티티개발
전국베스킨라빈스매장리뉴얼적용

“카페베스킨라빈스의체류이용고객을늘리고, 
플래그십스토어로서포지셔닝하는공간스토리가필요합니다.”

배스킨라빈스Favorite D의
성공적런칭을위한공간스토리개발



홍보캠페인(대외-오프라인) (5/6) “공간· 지역스토리”■

디스트릭트NoiLive

NEEDS

PROJECT

SERVICE

공간스토리개발
공간아이덴티티및콘셉트개발
2011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차세대콘텐츠대상수상

“전시공간의체험흐름에따른스토리를만들고싶습니다.”

일산KINTEX세계최초4D체험형 라이브파크의공간스토리기획,개발



홍보캠페인(대외-오프라인) (6/6) “공간· 지역스토리”■

청와대사랑채기획전시

NEEDS

PROJECT

SERVICE

전시관내공간스토리텔링
zoning, 상품스토리등개발

“청와대내전시공간, 사랑채의한식관련기획전시에
스토리텔링적인구성을하고싶습니다.”

관람객의입장에서시간여행을하는플롯으로
Zone별전시공간스토리개발



주요프로젝트포트폴리오“스토리”는어떤형태로납품이되나요?□

브랜디드콘텐츠, 브랜드뮤지컬

뮤지컬로브랜드를이야기하는방법

기업· 브랜드의이야기를담아낸뮤지컬콘텐츠

뮤지컬, 하나의즐길거리로는많은사랑을받고있는포맷이지만
기업의이야기나브랜드에접목시키는시도는많지않았습니다.
‘브랜드뮤지컬‘은시청자나관객의입장에서
자연스럽게그브랜드의핵심가치나스토리를받아들이는데효과적이고즐겁습니다.

대본· 작곡· 작사· 안무전반 실제뮤지컬기획및공연실행

유튜브등의영상콘텐츠제작

작업영역

▲올댓스토리오리지널콘텐츠, 광복뮤지컬보러가기

다음장에이어서브랜드웹드라마를보실수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ZAfg8y_VG4I&list=PLDmdflHfd2Q0EqHfH1USlZSWTGApIryRA


주요프로젝트포트폴리오“스토리”는어떤형태로납품이되나요?□

브랜디드콘텐츠, 브랜드웹드라마

우리회사의이야기를담아낸드라마

조직문화, 기업비전, 고객소통의목적으로제작되는웹드라마

드라마의배경, 등장인물의성격이나가치관을통해
그기업의조직문화· 비전을자연스럽게느끼게할수있습니다.
올댓스토리의전문영상시나리오작가집단이선보이는드라마는
다년간의브랜드작업을통한기업이해와더불어콘텐츠로서의몰입감을선사합니다.

드라마대본· 영상제작전반 (희망시) 자체유튜브채널업로드및홍보

작업영역

▲오피스웹드라마, <개같지만일단은팀장입니다>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ZZp17DeCmT0&list=PLDmdflHfd2Q3ul_BI5ls9r6KjI6861vu5


올댓스토리의작업프로세스는어떻게되나요?□

상담
홈페이지의문의하기기능으로연락주시면
최대한빠르게회신드려요.

필요로하시는결과물의유형이무엇이든,
그핵심주제가튼튼하길바라신다면
이쪽지인에게연락한다생각하시고
편하게연락주세요! 

1. 인터뷰&진단
인터뷰와토론을통해
여러분의브랜드에대한소스를수집,
활용방안을그리는단계에요.

간접조사(브랜드/조직히스토리, 소비자조사자료, 

업계및관련트렌드분석) 와임직원및고객인터뷰
같은직접조사를기반으로,
여러분이가지고있는스토리소재를분류하고
이슈를도출해냅니다.

2. 스토리개발
앞서진행한인터뷰&진단을토대로
추후여러분의활용목적에맞게끔
스토리를기획하고개발합니다.

여기서“스토리”라함은
여러분의세계관을설정한후,
이를기반으로
상품· 서비스· 공간· 브랜드· 조직문화등
목적에맞게개발된것을의미합니다.

3. 스토리활용
개발된스토리를토대로
여러분이필요한형태의결과물을
제작하여납품하게됩니다.

올댓스토리는홈페이지, 브랜드북,
뮤지컬, 웹툰, 브랜드필름등
다양한포맷을아우르고있습니다.

4.

약 2주 약 3~4주

스토리커뮤니케이션은이야기창작이론을커뮤니케이션전략화한이론으로,
이야기구조의설계를통해고객이나구성원의정서변화를유도하여행동을이끌어냅니다



올댓스토리김희재 대표□

올댓스토리는이야기에관한모든일을하는회사입니다.

이야기하나로시작하고끝맺으니올댓스토리의비즈니스는단순합니다.

세상모든곳에이야기가숨어있고, 모든것에적용되니

이렇게다채로울수없는비즈니스이기도합니다.

이야기를만들어유통하고즐기는, 이야기자체가 ‘목적’인 일을합니다.

영화나드라마, 소설, 웹툰, 뮤지컬, 강연이란옷을입혀이야기를내보냅니다.

기업과기관, 브랜드를만나면이야기는 ‘방법’이 되기도합니다.

올댓스토리는대중을감동시키는이야기를만드는방법을적용시켜

기업과브랜드의전략을컨설팅하고상품을기획합니다.

기업과기관의인재들이보다확실하게가치와비전을내재화할수있도록돕기도합니다.

이야기를만들고전달하는까닭은공감하기위해서입니다.

내가느끼는감정을상대방도느끼기를원하기때문입니다.

하고싶은이야기를갖고계신가요?

이야기로공감하는일을가장잘하고가장좋아하는사람들이모여

날마다새로운이야기를꿈꾸는이곳.

올댓스토리에오신여러분을환영합니다.

CEO김희재



올댓스토리김희재 대표□

CAREER
•시나리오작가

•스토리전문기업㈜올댓스토리대표

•추계예술대학교영상시나리오전공주임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비상임이사

LECTURES
•추계예술대학교, 동국대경영대학원, KAIST 경영대학원, 세종대학교대학원, 고려대학교등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대검찰청등

•K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생명, 샘표식품, LG하우시스, 기아자동차, MBC인재개발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 LG디스플레이,

CJ오쇼핑, 삼성생명, 롯데주류, 제일기획, 인컴브로더, BBDO, 경총, 전경련, 한국능률협회, KMC 외다수

WORKS
•영화 <실미도> <한반도> <공공의적 2> <국화꽃향기> <누구나비밀은있다> <H> 등

•드라마 <썸데이> <더뮤지컬> 등

•만화 <수신왕> <히든카드> <엔젤딕> <천국의신화> 등

•애니메이션 <로봇알포> <깨미와친구들> 등

•시나리오닥터링 <글로브> <포화속으로> <Jade Sword> <남자이야기>,

<유적수사대, 왕릉의비밀> <일곱난쟁이> <고양이학교> <마법천자문> 등

•다큐멘터리 <사비성, 사라진미래도시> 등

•소설 <free as the wind> <소실점> <하우스> <로고스가디언>

•에세이 <죽을때까지섹시하기> <그래, 괜찮아, 미안해> <나이듦에대한변명>

BROADCASTING
•CBS <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 강사 / EBS 라디오 <김희재의영화음악실> 진행

SERI CEO 동영상시리즈강좌 <김희재의스토리> 강사 / KBS1 <시간여행자K> 패널

오마이스쿨시리즈강좌 <김희재의스토리커뮤니케이션> 강사 / OBS <스토리의힘> 강사

AWARDS
•제41회대종상영화제각색상

•외교통상부장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표창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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