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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개요                                                                    

스토리위즈는 웹소설·웹툰 제작, 유통 및 웹소설 플랫폼(블라이스)을 운영하는 콘텐츠 전문 회사로 

2020년 신설된 KT그룹사입니다.  

Everyday New Story

회사 주식회사 스토리위즈 (Storywiz Co., Ltd.)

대표이사 전대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길 5, MJ빌딩 B동 1, 2F

설립일 2020년 2월 20일

주주현황 KT (100%)

주요사업 콘텐츠 유통·제작·기획, 웹소설 연재, IP기반 신규사업 기획·추진

Company
Profile



2본부 1실 4개팀                                                                

대표이사

Organization

콘텐츠본부

콘텐츠기획팀 신사업기획팀

콘텐츠유통팀 플랫폼사업팀

신사업본부

경영기획실



2014-

웹소설 사업 진출

’14년 1월

KT 웹소설 사업 시작

’14년 8월 

네이버 웹소설 최초 랭킹 1위 달성

’16년 12월 
웹소설 사업 연매출 100억 돌파

2020-

Storywiz 출범

’20년 2월 
신설법인 설립 (2월 20일)

’20년 5월 
KT 웹소설/웹툰 사업 양수 및 사업 개시

’20년 6월 
외부 투자 80억 원 유치

’20년 7월

KT 웹소설 연재 플랫폼 ‘블라이스’ 양수

History

2018-

Spin-Off 추진

’18년 7월

웹소설 연재 플랫폼 ‘블라이스’ 런칭

’18년 12월

웹소설 사업 연매출 200억 돌파

’19년 11월

KT 웹소설 사업 Spin-Off 결정 및 전담 TF 구성



콘텐츠본부

콘텐츠 기획·유통

신사업본부

B2C 플랫폼 및 신규사업

Business
Area

작가 & 판권 제휴사 발굴 · 계약 · 관리 웹소설 연재 플랫폼 서비스 기획 · 운영

웹소설 & 웹툰 콘텐츠 기획 · 운영 웹소설 연재 플랫폼 기반 신인작가 지원 및 육성

웹소설 & 웹툰 국내외 유통 IP기반 신규사업 기획 · 추진



“KT그룹 IP확보 전초기지”

KT-스토리위즈간 시너지 창출

•KT의 앞선 ICT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플랫폼 제공

•AI기술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웹소설 추천

•KT멤버십, 패밀리박스, 미디어팩 등 KT채널에서 홍보

•KT와 공동 마케팅(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추진 

•KT그룹 미디어플랫폼 오리지널 제작 원천 IP 공급

•원천IP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숏폼,영화)의 영상 제작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 매월 창작지원금 지원

•작가수익 지원을 위해 유료작품 연재 시 더블정산 진행

•매년 3억원 규모 ‘블라이스 웹소설 공모전‘ 개최

•유망작가는 출판계약 후 전문PD 1:1코칭으로 육성

•웹소설 창작자 육성을 위한 동국대와 MOU 체결 

•문예창작학과 대상 “웹소설 창작 아카데미” 운영

“새로운 스토리 발굴” 

작가 발굴 및 지원

Works
B2C 플랫폼 블라이스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

IT기술

마케팅 & 시너지

원천IP 확보 작가지원

공모전 & 육성

산학협력



회귀의 전설 디버프 마스터 형사의 게임 BJ소드마스터 최종보스

김광수 작가님 담화공 작가님 무장 작가님 이동열 작가님 무장 작가님

Works
콘텐츠 기획·유통

 •업계 탑티어 인기 작가 다수 보유

 •매년 신간 20여 개 이상 출간

 •12개 판권 제휴사 확보

 •네이버,카카오 등 17개 플랫폼 유통

’18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북투필름 & 

E-IP 피칭 선정

’19년 3월

네이버시리즈 판타지 1위

’18년 2월

카카오페이지 판타지 1위

’18년 4월

카카오페이지 판타지 1위

’19년 3월

네이버시리즈 판타지 1위

카카오페이지

밀리언페이지 선정

카카오페이지

밀리언페이지 선정

’21년 3/4분기

웹툰런칭예정

’21년 3/4분기

웹툰런칭예정

’21년 2/4분기

웹툰런칭예정

’19년 9월

네이버시리즈 판타지 1위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Everyday New Story Storywiz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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