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소개서

(주) 스튜디오사월



STUDIO4WALL 
COMPANY
2022 (주) 스튜디오 사월 회사 소개서

STUDIO 4 WALL은

배우와 관객 사이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제4의벽'을 허물고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따로 없는 적극적인 콘텐츠 창작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벤처기업 등록

• SEEnario Studio 온라인 작업실 개발

• 시나리오 간편 작성을 위한 마크업 언어 자체 개발

• 카카오페이지 파트너쉽 회사 체결 웹소설 기획 연재

• 본엔젤스 투자 유치

• 블루오션 투자자협회 투자 유치

• 웹소설 작가/PD 교육 아카데미 운영

• 3D 캐릭터 웹애니메이션 기획/집필

• 영화 관련 굿즈 제작 / 펀딩

• SEEnario APP 출시

• 단편 영화 <2학년 6반 오혜수> 제작

• (주) 스튜디오사월 법인 설립

연혁



・ 누적 시나리오 100개 확보

・ 초기 작가 확보

・ 대규모 공모전 개최

・ 국내 제작사와대본 관련 계약

・ 파트너 작가 계약

・ 문예창작 극작과 수업 연계

・ 드라마 작가 교육원 연기 학원 제휴

・ 누적 시나리오 1K

・ 자체 숏폼 콘텐츠 콘텐츠 제작

・ 장편 영화 제작

・ 연극 영화과/ 애니메이션학과 연계

2022’ Q3 2022’ Q4 2023’ Q2

목표



・ 대형 OTT에 시나리오 판매

・ 웹 예능 광고 다수 제작

・ 연극 영화과/ 애니메이션학과 연계

・ 지역 영화제와 협업

・ AI 보조 작가 서비스 도입

・ AI 작가와 함께 쓴 영화 제작

・ 국제 영화제 협업

2023’ Q4 2024’ Q2



고려대 사범대 졸

고려대 영상문화학과 석사 졸

고려대 미디어학과 박사 재학 중

한겨레 영화 아카데미 독립영화 제작 7기

단편 영화 <학교 2020> <다시 처음>

<2학년 6반 오혜수> 각본/감독/제작

33

본질에 주목하는 회사

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쏟아붓는

고통과 희열의 시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영감의 나날들, 관계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텍스트와 영상 이미지, 작가와 감독, 창작자와 소비자와

그 사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양나리 CEO / 대표



다양한 대외활동 진행
시나리오 작가, 웹소설 작가 공모전 등
대규모 협업 진행 (공모 작가 200여명 )

활동

단편 영화 기획 제작
다양한 영상 제작 인력 및 경험 보유



활동

유튜브

다양한 SNS을 통한 자체 콘텐츠 제작

자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인스타그램, 뉴스레터를 통한 영화 콘텐츠 소개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웹스토리작가협회

웹스토리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교육 기관

웹소설PD작가 공동창작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주최/주관

웹스토리 작가단 300여 명과 다양한 네트워킹 가능

협업기관



영화/OTT 드라마 웹드라마

국내 영화 시장 규모 : 약 6조 1772억원, 관객수는 2억 2668만

장편 영화 일주일에 10편 이상 개봉

단편 영화 규모 : 2022 서울독립영화제에서만 1423편 공모

세계로 확장하는 OTT 시장 속 K-콘텐츠 점유율 높아

문체부, 해외 OTT 자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드라마펀드 400억원

조성

세계 OTT 시장 규모

1 - 1. 콘텐츠 시장현황



200억

2014

4000억

2018

6000억

2020

9000억

2022E

IP 확보를 통한 n차 창작물과의 연계 증가

미국 웹소설 시장 10조원
중국 웹소설 시장 5조원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

1 - 1. 콘텐츠 시장현황

국내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



1 - 1. 콘텐츠 시장현황

네이버 카페 ‘기승전결＇

웹소설

웹툰

다음 카페 창작 관련

-국내 웹툰/ 웹소설 창작자 지망생 수

-국내 창작 관련 커뮤니티 현황

약 20만명

약 14만명

출처[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2021]

출처[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예비작가 수,2019]

약 10만명

커진 시장만큼

증가한 창작자 수

약 5만명



2 - 1. 제휴 제안 배경

작가 지망생의 Pain Ponits

공모전 외에 내 작품을 공개할 곳이 없다.

합평 받을 사람이 많이 없다.

씬넘버, 지문, 대사 들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쓰고, 모바일에서 읽기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나리오를 써둔 게 많지만 제작사와 연결되는 방법을 모른다.

공부하고 싶은 상업, 독립 영화 작품의 대본을 읽을 수가 없다.



독자
・ 콘텐츠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픈 니즈

・ 글보다 이미지/영상에 대한 니즈

・ 묘사 많은 소설책보다 사건 중심의 전개 빠른 웹소설 선호

영화 투자자

작가
・ 드라마 작가, 웹드라마 작가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루트 필요

・ 직업/나이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투잡으로 스토리 창작 환경 필요

・ 제작사/감독 직접 콘택하지 않고도 집에서 수익 창출

・ 인기 웹툰, 웹소설 처럼 대중에게 검증받은 이야기가 필요함

・ 다양한 장르의 시나리오를 공급받고 싶음

2 - 1. 제휴 제안 배경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창작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제작사 판권 보유 시나리오 업로드 허가 요청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업로드 예정

3. 콘텐츠 제휴사 협업

작품 제공
제작사

독자

작가

시나리오

제작사

시나리오 제공

작가

창작물
창작

작가 도전 창작

창작물 제공



콘텐츠의 시작, 시나리오부터

언제 어디서나 시나리오를 읽고 쓰는

4 - 1 . 플랫폼 소개



1 흥행 영화·드라마 대본 감상

주제별 다양한 추천작품 제공

영화·드라마의 감동을 대본으로 재감상 가능



언제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내가 좋아했던
영화・드라마 대본읽기



2 도전! 씨나리오 연재

신인 작가들의 대본 공개
→ 데뷔 발판 마련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



3 대화형 대본쓰기 툴 독자가 보기 쉬운 채팅형으로 쉽게 작성 가능!  



시나리오 전용 마크업 언어 프로그램 자체 개발

작가가 감독처럼 연출하는

보이는 시나리오

기존 대본들보다 훨씬 생동감 있게 감상 가능



→ 



시나리오 작성부터 제작까지, 시나리오 원스톱 서비스

일반인/작가 누구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 제작까지

더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곳

웹 예능/드라마, 영화, 드라마, 

숏폼콘텐츠, 스토리 광고 등

영상 제작을 위한 대본과

시나리오를 사고 파는 곳

인기 드라마 및 영화, 넷플릭스

시리즈의 대본을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곳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공유하는 시대

・ 작가가 아닌 일반인도 누구나 일상 에피소드 작성 공유 가능

・재밌는 스토리를 대화 형식으로 기록 가능

일상 에피소드 공유

・ 정형화된 시나리오 공식에 따르지 않은 다양한 창작물 확보 가능

다양한 장르 취향 중심



시나리오 콘텐츠 소비 및 영화 제작에 새로운 대안 제시

신인 작가 데뷔

・ 작가들의 외장하드 속에

잠들어 있는 시나리오 연재

・ 공모전 말고 내 시나리오를

합평받고 검증 가능

대본을 웹소설 처럼감상

・ 제작사 등 업계종사자 아니어도

웹소설 포맷으로 대중도

재미있게 감상이 가능

팬들의 적극적 참여

・ 글 → 영상 과정에

유저(user) 적극 개입

・ 시나리오 연재부터

영화 제작까지 팬들의

적극적 참여 가능



단일 장소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흐름도

콘텐츠의 시작부터
함께 하는 플랫폼

작가

시나리오 작성

독자

시나리오 읽기

배우

연기 영상 업로드

투자자/제작자

인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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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 관심 증대 및 성공 비율 확대



・ 작가 전용 마크업 언어 저작 도구 툴 지원

・ 작품 플롯 설정 툴 지원

・ 기존 대본(hwp, docx)에서 대화형 대본으로 자동 변환 시스템

4 - 2 . 웹사이트 ‘웹 스튜디오’ 소개 http://studio.seenario.net



1.스튜디오에서 쓴 대본을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2.한글 파일에서 쓴 대본을
앱에 바로 업로드 할 수 있게
자동 변환 가능



웹에서 자유롭게 대본 생성, 작품 관리하는 작업실

Hwp, doc 보다 훨씬 대본 쓰기 편한 자체 마크업 언어 지원



AI가 대본 쓴 단편 영화 나왔다

AI 보조작가로 양질의 콘텐츠 확보

해외 영화시장 현황

창의적 아이디어 공유

노동력 공급, 시간 절감

GPT-2를 통한 문장 생성 프로그램 활용

SEEnario에서 서비스 제공하여 학습데이터 수집

언어선택 언어선택 English

문장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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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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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익 구조 상세 설명

2. 건당 감상 이용권

예시)유튜브 영화구매가격이 2,000원인 경우, 1,600원을 건당 감상 가격으로 선정(80%)
1,600원(영화 구매가격 80%)-480원(구글 인앱 결제 비용30%)=1,120원
1,120원의 90%=1,008원(제작사 수익 90%)

・유튜브에서 판매되는 영화 가격 80%(협의가능)을 건당

가격으로 선정

이후, 구글 인앱 결제 비용 제외 후, 9:1 산정

결제 구글
제작사

스튜디오사월

1,600원 480원

1,120원

1 9

112원 1,008원

1,120원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자체 콘텐츠 제작

-자체 베타 테스터
작가 섭외 및
시나리오 창작

SNS, 커뮤니티

-기승전결
-필름메이커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공모전

-웹소설
-웹드라마
-단편영화

구독 이벤트

-출석이벤트
-개인 맞춤 시나리오

추천

6. 마케팅 홍보 플랜



7. 기대 효과

작품 제공
제작사

독자

작가

시나리오

제작사

시나리오 제공

작가

창작물
창작

작가 도전 창작

창작물 제공

신진 작가, 독자의 유입으로 인한 콘텐츠 생태계 추구

무비스퀘어 형성



7. 기대 효과

1. 작가 지망생

→ 출판되는 유명 대본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시나리오 열람가능

→ SEEnario 에서 읽기 쉬운 채팅형 포맷으로 자동 변환 기능으로 시나리오 작성 및 작가 데뷔

2. 영화 제작사/투자사

→다양한 콘텐츠 습득 및 확보

→콘텐츠 시장의 확대

→n차 수익 창출

3. 독자

→다양한 시나리오 열람 및 창작 도전

제작사, 작가와의 동반 성장으로

콘텐츠 플랫폼 선순환 생태계 조성



대표 양 나 리

SEEnario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 투자 통합 플랫폼의

선두 주자가 되겠습니다.

Anyone can be a filmmaker with SEEnario

contact@studio4wall.net  | seenari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