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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콘텐츠 소개

■ 소개

주식회사 올콘텐츠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소셜미디어 기반 콘텐츠 

관련 교육, 컨설팅업체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중소기업 대상교육, 컨설팅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창립 이래 대한민국의 기업, 정부, 지자체의 소셜미디어 활용 기반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분야에 주력하여 SNS 전문가 및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관련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들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자사건물 일부를 창업보육

센터로 활용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블로그산업협회와 홍보 및 체험 및 실습 관련 업무제휴가 되어 있으며, 경기도 소재 

강남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와 창업 및 취업 교육에 대한 업무

제휴가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 올콘텐츠는 위에서 언급한 업무제휴 기관들을 중심으로 판로개척, 경영지원, 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예비창업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지식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전담 법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특강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뉴미디어 기반 경영․창업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

로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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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2010. 05월  개인사업자 올콘텐츠 설립

· 2012. 01월  법인사업자 올콘텐츠 전환

· 2012. 06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3. 07월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 2014. 02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고용노동부] 

· 2015. 01월  강소기업 지정 [고용노동부]

· 2015. 07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경기도청]

· 2015. 07월  장애인기업 지정 [중소기업청]

· 2015. 10월  제9회 대한민국교육산업대상 직업교육 부문 수상

· 2015. 12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 2016. 03월  재창업패키지 교육기관 지정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2016. 08월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중소기업청]

· 2017. 06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

· 2017. 07월  액셀러레이터 지정 [중소기업청]

· 2017. 11월  모범 장애경제인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2. 올콘텐츠 SNS 분야 핵심 역량 및 강점

■ 올콘텐츠만의 운영 노하우
매체를 예쁘게 꾸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옮겨서 포스팅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와 공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내어 스토리로 창출하고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모든 매체가 원하는 개념정의와 콘텐츠의 스토리 

창출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꾸준한 포스팅으로 블로그 최적화 및 방문자/이웃 증가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나 SNS를 통해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으로 브랜드 이미지 및 판매

제품의 신뢰와 가치 제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 위기관리 팀 운영, 새로운 매체 도입, 적절한 이벤트 등을 통해 광고주

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광고주의 아이템을 마케팅의 관점에서 분석해 

컨설팅 해드리는 것도 저희의 주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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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콘텐츠만의 바이럴마케팅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콘텐츠는 블로그입니다. 체험 니즈가 있는 블로거를 모집하여 체험 
마케팅을 진행, 소비자가 체험한 상품을 노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소통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경험을 통한 리뷰 작성과 이를 확산함으로써 소비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기 포스팅을 
통해 2차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옐로 아이디, 트위터)도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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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정책

✔ 공통

· 일일방문자 (500명 이상)
· 이웃 관리와 덧글 관리
·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이벤트 진행

1) 70만원 (중급형)
· 주 2회 포스팅
· 일반형 블로그 및 스킨
· 제공해주신 사진과 글을 바탕으로 콘텐츠 리터칭.

2) 120만원 (고급형)
· 주 3회 포스팅
· 홈페이지형 블로그 및 고급형 스킨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한 후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로 제작
※ 블로그 신규 런칭 시 초반 DB작업을 위해 고급형부터 시작합니다.

※ 가격은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 1개월 선 결재 후 3개월 선납 시 5% 할인해드립니다. 
※ 6개월 선납 시 10%, 12개월 선납 시 15% 할인해드립니다.

5.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57-9 

· 전화번호 : 031-284-2070 

· 홈페이지 : www.allcontents.kr / 블로그 마케팅 사례 : blog.naver.com/hunju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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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 지 하 철 : 신갈역 1번출구에서 500M 이내 

· 광역버스 : [서울,강남] 1251번, 5500-1번

· 시내버스 : [수원,용인,오산,수지,분당] 27번, 27-1번, 116-1번, 116-3번, 690번, 820번

· 마을버스 : [용인,수지,분당] 30번, 80번, 34-1번, 28번, 21번, 20-1번, 35번

6. 문의 연락처

대  표 이강석

연락처 031-284-2070

이메일 allcontents333@naver.comt

담당자 손지은 주명선

연락처 031-284-2068 031-284-2070

이메일 allcontents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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