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시나리오 검색-연재-거래
영상 제작-매칭-펀딩 플랫폼

Write different. Film different.

대표 양나리





OTT/엔터사/콘텐츠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증가 및 작가 수요 급증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 ‘메타버스’에서 버추얼 연예인에 활용할 시나리오 작가, 구성 작가 채용 

영화/드라마 배급을 넘어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중심을 두고 있는 OTT (넷플릭스, 왓챠, 쿠팡플레이 등)

유튜브 콘텐츠(웹예능, 웹드라마) 제작사에서 스토리 작가, 구성 작가 모집   

뉴플랫폼에 맞는 
‘대본 기반’ 영상 작가

수요 증가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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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세  &  국내 OTT 글로벌 시장 진출

왓챠, 쿠팡플레이 등 일본, 대만, 미국으로 확장 도모

전세계적으로 OTT시장 커지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 시장 주목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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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웹소설/웹툰 시장의 성장세

웹소설 시장 7년 만에 60배 성장

(웹소설 작가 약 20만명) 2013년

100억원

2020년

6000억원

2018년

4000억원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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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가 제 2의 오징어게임이 된다면?

일반인/작가 누구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 제작까지 

더 쉽고 공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곳

인기 드라마 및 영화, 넷플릭스 
시리즈의 대본을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곳

웹 예능/드라마, 영화, 드라마, 
숏폼콘텐츠, 스토리 광고 등 
영상 제작을 위한 대본과
시나리오를 사고 파는 곳

시나리오 공개 시장의 필요성 !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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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말고는 내 시나리오를 올릴 곳이 없다?

무명 작가 발굴 

작가들의 외장하드 속에 잠들어 있는 
시나리오를 공개 할 수 있는 곳, 
일반인도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영화 소재의 다양성

대형 영화 제작·투자사는 관심 없더라도 
시나리오에 공감한 개인이 투자하면
영화 제작 가능하지 않을까?

기존 영화 공식을 따르지 않는 창의적인 시나리오에 
투자 받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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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집을 출판하지 않는 
영화 시나리오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작가에게 댓글, 후원하기 등 
팬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읽은 대본이
영상화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재되고 있는 시나리오를 읽고 
작가에게 바로
피드백을주는 방법은 없을까? 

관객/독자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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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영화 제작사 및 투자사

웹툰/웹소설처럼 대중에게 검증 받은 
시나리오 자체로 영화를 만들 순 없을까?

평균 
약 4년 소요

시나리오 기획/개발
2년

패키징
1년

촬영/후반작업
1년

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기간이 너무나 길다 

흥행이 보장되는 시나리오로 영화를 제작해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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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연재식 구성 + 채팅형 UI

웹소설과 비슷한 ‘대화’ 형태의 

‘시나리오 작성 포맷 제공’으로 

기존 콘텐츠의 독자 무리없이 유입 

시나리오 – 제작사/투자사 연결
웹드라마, 웹예능 – 유튜브 콘텐츠 가능

누구나 작가가 되어 다양한 장르, 소재의 
영상 제작으로 이어지도록!



Features

글→ 영상 과정에 
User 적극 개입

함께 만드는 영상 콘텐츠
(오디션,후원,펀딩,댓글 등)

집단 창작 시스템 웹툰 (스토리보드) SNS 기능 채팅형 시나리오 콘텐츠 제작사

풍부한
콘텐츠 확보

바로 영상화 
가능

작가-독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웹소설
독자 흡수

인기 대본으로
제작 가능

11



Target Market

소비자 적극 참여
OTT 플랫폼

작가

시나리오 작성

독자

시나리오 읽기

배우

씬영상 연기 업로드

투자자/제작자

인기 시나리오
영상에 투자/판매

감독/스텝

영상 콘텐츠 제작

관객

영상 콘텐츠 관람
(스트리밍)

검증 받은 인기 시나리오는
영화 제작사에 매칭, 안정적 효율적 영화 제작 가능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펀딩/후원 시스템으로 영상 콘
텐츠 제작 관심 증대 및 성공 비율 확대

ALL IN ONE SYSTEM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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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볼 영화는
우리가 만든다!

당신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내 손 안의 시나리오



Our Service

HOME

내가 재밌게 봤던 콘텐츠의 

대본/시나리오/콘티 검색 및 읽기 가능

(향후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제공)

검색 및 카테고리화

01 기존 시나리오 검색

14



Our Service

02 시나리오 작성
누구나 시나리오/대본/콘티 작성 가능!

자유형/채팅형/스토리보드 선택

15



Our Service

03 시나리오 거래

쉽게 읽히는 채팅형 시나리오
시나리오 씬/ 작품 별 거래 가능 

작가가 먼저 가격을 올리고 

콘텐츠 제작사들이 가격 제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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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04 시나리오 펀딩
인기 시나리오에 크라우드 펀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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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05 적극적 창작자-소비자 생태계 구성

작가 후원 및 글을 영상 콘텐츠로 

만드는 과정에 여러 형태로 참여하며 

적극적 개입가능

18



Our Service

입력한 키워드와 연관된 씬 도출

06 씬 검색 기능

한국 영화 씬별 검색 가능

씬장르

감정장소 상황

영화제목 씬넘버

#기생충 S#81 #범죄

#거실 #싸움 #다급한

저작권 합의 후 서비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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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해외 영화시장 현황

창의적 아이디어 공유

노동력 공급, 시간 절감

GPT-2(Generative Pre-Training)을 통한 문장 생성

GPT-2를 통한 문장 생성 프로그램 활용
SEEnario에서 서비스 제공하여 학습데이터 수집

주어진 문장에 따라 BERT 모델 기반의 새로운 문장을 여러 개 생성해줍니다.

언어선택 언어선택 English

문장생성

AI가 대본 쓴 단편 영화 나왔다

AI 보조작가로 양질의 콘텐츠 확보

Ai 보조작가 (중장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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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기존 시나리오,

유저 시나리오의 빅데이터화

시나리오 분석의 단계
솔루션 서비스 

(시나리오 흥행 분석 및 배우 추천)

AI 보조작가(Script Assistant) 구현

Ai 보조작가 (중장기 목표)

01

03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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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작품 From 작가 From 독자 From 영상 제작사 From 광고주 SEENARIO

APP 
출시 

~ 
10K

· 영화제작사, 콘텐츠 제작사, 콘텐

츠 크리에이터에게 시나리오 판매

· 작가 / 배우 후원금

· 영화 펀딩

· 원하는 씬/작품별  

  시나리오 구매 

· 대본/시나리오 읽기 서비스 (월정액)

10K 이
상

· 자신의 시나리오 상위 노출 위한 

광고비 
· 다음 씬 보기 유료 연재

· 시나리오에 PPL 계약

· 제품 협찬 등

· 완성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월정액)

· 넷플릭스 등 대형 OTT에 판매 추진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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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시나리오구매

상위노출광고

콘텐츠 공유

1.작가후원
2.유료연재(다음화보기)

PPL

PPL

상위노출광고

영화
펀딩

영상 수 100개 이상시 
월 스트리밍료 (회원제)

대형 OTT 판권 계약 작가

유저광고주



Business Model

31

01

02

오리지널 시나리오 제작 ->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제작 (10분 웹드라마)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구독 서비스 (월 4,900원) 

03 공동 창작 작가/PD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만원 x 100명 = 5천만원)

04 다음화 보기(200-500원) 수수료율(30%)

05

06

시나리오 매매 수수료(20%)

시나리오 내 PPL (30-50%) 

07 팬들이 작가에게 주는 후원금의 수수료(10%)

08 시나리오 상위 노출 광고 입찰 방식 (20%)

09 시나리오 영화 제작 펀딩 수수료 (10%)



2022’ Q2

1K
누적 시나리오 
목표 1M

영상
제작 목표

숏폼 콘텐츠
10편

장편 영화 5편
숏폼 콘텐츠 20편

웹예능, 
광고 다수 

AI 작가와 함께 쓴 
영화 제작

홍보
방안

필름 메이커스, 기승전결 카페 홍보
대규모 공모전 개최

네이버 웹툰 쿠키오븐에 광고 

작가

대중

제휴 
방안

문예 창작과 / 극작과 수업과 연계 

지역 영화제와 협업

학계

업계
국내 제작사로부터 시나리오 사용 

허가 또는 구매
국제 영화제 협업 및 홍보

드라마 작가 교육원 / 
연기 학원 제휴

연극영화과 / 애니메이션학과와 연계 

2022’ Q2 2022’ Q4 2023’ Q2 2023’ Q4 2024’ Q2

Busines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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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사업 운영비 분기별 2,000만원

개발비 APP 제작비 (APP 및 웹사이트 개선) AI 보조작가 개발 착수

인건비 디자이너 개발자 홍보/마케팅 4명 개발자 홍보/마케팅 3명 AI 개발자 2명 

홍보비 온라인 마케팅비 1,000만원

자체 콘텐츠 
제작비 

단편영화 5분 x 10편 x 
500만원 = 
5,000만원

2022’ Q2 2022’ Q4 2023’ Q2 2023’ Q4 2024’ Q2

초기 작가 및 작품 확보 숏폼 콘텐츠 제작 장편 영화 제작 웹예능 기획
대형 OTT에 영화 판매

AI 보조작가 
서비스 도입

계획

Financial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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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법인명 주식회사 스튜디오사월 

대표자 양나리 

설립일 2021년 10월 01일 

법인등록번호 110111-8042402 

사업자등록번호 272-87-02211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5층 스타트업빌리지 

사업 종류 정보통신업_미디어콘텐츠창작업 

26

1인 주주 양나리 100% 지분보유 
 

자본 금액 : 20,000,000원 
1주 금액 :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주 

보통 주식 : 4,000주 
 

투자 방식 : 신주 발행 형식으로 진행 
원하는 투자 액수 : 1~3억



Plan

27

블루오션 벤처스 1억 투자 시



Plan 4억 필요(1년)  앱/웹 개발  +  콘텐츠 구매/관리/기획/개발 +  온라인 마케팅 홍보 

항목 항목 세부 내용 비용 세부 내용 총 비용

인건비

개발팀 (프론트 엔드, 백엔드, 서버, 퍼블리셔) 300만원 x 4명 x 12개월 1억 4,400만원

콘텐츠팀 (관리자, 기획자, 수석작가) 300만원 x 3명 x 12개월 1억 800만원

대표 인건비 300만원 x 1명 x 12개월 3,600만원

2억 8,800만원

콘텐츠 관련 비용

시나리오 구매 계약금 300만원 x 10개 콘텐츠 제작사 3,000만원

소속 작가 계약금 200만원 x 10명 2,000만원

5,000만원

마케팅 비용

홍보 광고 영상 제작비 100만원 x 6편 600만원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 비용 200만원 x 6개월(APP 완성 후) 1,200만원

지하철, 버스 광고 비용 200만원 x 6개월(APP 완성 후) 1,200만원

3,000만원

운영비

운영비(서버비, 기장료 등) 100만원 x 12개월 1,200만원

식비 1만원 x 8명 x 20일 x 12개월 2,000만원

3,200만원

4억
29

2022.5 ~ 2023.4



Plan

 법인 설립 이후 ~ 현재 매월 회사 운영 비용

항목 매달 고정 지출 세부 항목 금액

인건비
직원 1명 급여 230만원

대표 급여 0

운영비

SEEnario APP 서버 비용 (네이버 클라우드) 20만원

세무 기장료 15만원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비용 및 기타 운영비 20만원

직원 식비 1만원 x 2인 x 20일 40만원

출장 교통비 및 접대비 40만원

사회보험료 45만원

사무실 임대료 0

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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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매월 지출 비용 (예상)

항목 항목 세부 내용 비용 세부 내용 총 비용

인건비 개발팀4 콘텐츠팀3 대표1 총 8명 300만원 x 8명 2,400만원

콘텐츠 관련 비용
시나리오 구매 계약금 (매달 최소 1회사 계약) 300만원 x 1개 콘텐츠 제작사 300만원

소속 작가 계약금 (매달 1명 발굴 계획) 200만원 x 1명 200만원

마케팅 비용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 비용 200만원 (APP 완성 후) 200만원

지하철, 버스 광고 비용 200만원 (APP 완성 후) 200만원

운영비
운영비(서버비, 기장료 등) 100만원 100만원

식비 1만원 x 8명 x 20일 160만원

3,5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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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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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01

02

하루 평균 사용자 수 (독자 수, 작가 수)

하루 평균 시나리오/대본 업로드 개수

03 오리지널 콘텐츠 개수

04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수



PPL 등 광고

단위 : 천만원

2022’ Q4

0

2023’ Q2 2023’ Q4 2024’ Q2

20

8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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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이용료

다음화 유료 연재

시나리오 판매

Sale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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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eam

강다솜 마케팅 / 디자인

건국대 미디어콘텐츠 졸

<너 그거 알아?> 아동문학 출판

박고은 온라인 마케팅

연세대학교 의류학과 졸

아이오케이컴퍼니 온라인 마케터

방준혁 개발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고대 프로그래밍 동아리 회장

meetme, novela 개발

최재운 기술고문

경일대 AI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카이스트 산업공학 학/석/박사 졸

이승원 콘텐츠 자문
경일대 사진영상학과 전임교수 

고려대 영상문화학 박사 졸 

Griffith Film School

김학수 콘텐츠 기획

이지에이 엔터(웹툰사) 콘텐츠 기획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 교수

정광영 개발총괄

우정사업본부 보험 설계 시스템

Mpop, EOS 블록체인 개발

양나리 CEO / 대표
한겨레 영화 아카데미 독립영화 제작 7기
단편 영화 <학교 2020> <다시 처음>
<2학년 6반 오혜수> 각본/감독/제작
고려대 미디어학과 박사 재학 중 
고려대 영상문화학과 석사 졸
고려대 사범대 졸
 

SEENARIO CREW
작가 집단 170명 이상 보유 

정초신 <몽정기> 감독
이완수 <노마드> 감독
황정현 <언택트> 감독
임공삼 <우리들의 일기> 감독

이광민 <씨네스토리> 대표
윤충열 <프로나인> 대표
최여정 <DMZ 영화제> 매니저 

백승찬 촬영 감독
허민 편집 감독
고경보, 이무송 동시기사
서권석 콘텐츠 자문 

Advice team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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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작가, 웹소설 작가 공모전 등 
대규모 협업 진행 (공모 작가 200 여명 )

다양한 대외활동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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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텐츠 제작

단편 영화 기획 제작 및 필름 메이커
(영화감독, 배우, 작가, 촬영감독, 미술감독, 음악감독 등) 
인터뷰 등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2학년 6반 오혜수>

회사 설립 인터뷰 웹소설 공동창작 메타버스 수료식 영화인 인터뷰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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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전문 매칭 사이트
함께 운영 예정

Additional

작가 경력 및 대표작 노출
(예시 이미지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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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nario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 투자 통합 플랫폼의 

선두 주자가 되겠습니다.

Anyone can be a filmmaker with SEEnario

010-2817-8708  contact@studio4wall.net   seenario.co.kr

대표 양 나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