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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Introduction_Identity

사다리필름은 영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지식기반 영상전문 기업입니다. 



2015년 11월 11일 설립  
교육관련 영상업체로 설립한 후, 온라인 교육업체에 제작 납품

야나두      

메가스터디 

글로벌 

김미경TV

야나두 여행영어 (50편) / 방콕, 세부, 하와이 괌 올 해외로케 촬영 및 총 제작 담당 / SNS 컨텐츠 다수 제작       

중등부 소화제 영문법 (44편) 등 교육컨텐츠 기획 및 제작  

FLY HIGH  영어 컨텐츠 (160편) 기획 및 제작_ EBS/iMBC 홈페이지 판매중 

영상팀 디렉팅, 유투브 컨텐츠 제작, 강연영상 다수 제작

2016년 10월, 광고회사로 확장 
TVCF, 기업홍보, 바이럴영상 등 다수 제작 
2019 

2018    

2017 

2016

카카오x나이키 서비스 홍보영상, SK하이닉스 영상제작, 롯데멤버스 유튜브 콘텐츠 제작, 국회의원 인터뷰 제작 

알바몬 티저광고, 문화재청 공식영상, 홍윤화김민기 CONTIKI 여행스케치영상 등 다수 제작 

IKEA 고양점 친환경건물 홍보영상, 딩고 스낵비디오 촬영,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홍보영상, 가평군청 잣 홍보영상 등 

제주항공우주박물관 TVCF, 여행박사 방콕편 바이럴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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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종합 컨텐츠 제작사로 진화 

LG 인화원 

SK M&N 

신세계 I&C 

우아한형제들 

세계은행

LG그룹 전략 교육 컨텐츠 공급 장기 계약 체결

SK그룹 Leadership College 영상 컨텐츠 공급 계약 체결

유튜브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배민아카데미, 사장님 똑똑 등 영상 컨텐츠 제작 파트너 체결

World Bank 다큐멘터리 5부작 제작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일을

Introduction_People

실내영업팀 창식이다리 
(현) 사무실 반려묘, 개냥이  

       사무실 인기스타 / 영업왕 

(전) 길냥이 @changsdari

대표 안효리 Creative Director 문단열



지식기반 영상 컨텐츠 전문 
Production System 

Introduction_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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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cess

사다리필름은 컨텐츠의 기획, 분석부터 영상 제작의 모든 프로세스를 In-House로 진행하는  
콘텐츠 전문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Pre-produc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

•콘텐츠 전략/분석/기획 
•아이디어 제공 
•광고 기획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연출 

•촬영 
•조명 
•동시녹음 

•미술 
•의상 
•스타일 

•2D 편집 
•3D 제작 
•Motion Graphic 

•녹음 
•믹싱 
•Color Grading 



Commercial Film Our contents

Brand Film  
Viral Film 
Contents Film 
Youtube Collabo 

기업의 브랜드 영상 및 홍보영상 
제품 및 스토리 바이럴 영상 
교육&교양 컨텐츠 기획 영상 
유투브 콜라보 콘텐츠 제작

사다리 마케팅 다이어그램 
 
홍보격차해소  
마케팅세미나 

중소기업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교육 채널 
 
무료 세미나 15회 진행  
유료 세미나 1회 진행 
 

Business Field_프로덕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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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_기업홍보
Client   IKEA
Title   IKEA 이케아 고양점 친환경 건물 Official Video

https://youtu.be/G7ddgyv5zx4



Portfolio_정부기관 홍보영상
Client   문화재청
Title   문화재청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 영상

https://youtu.be/G7ddgyv5zx4



Portfolio_기업교육
Client   LG 인화원, SK그룹

https://youtu.be/G7ddgyv5zx4

LG 그룹 DX 프로젝트 총 12편 LG 그룹 직무이해 프로젝트 총 6편  SK그룹 리더십 프로젝트 총 6편 

Title   내부 교육 콘텐츠



Portfolio_학교홍보
Client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Title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공식 홍보영상

https://youtu.be/-okS-0LFSRM



Portfolio_바이럴영상

https://youtu.be/AAj1IuhllCo

Client   알바몬 X 잡코리아
Title   알바몬 서포터즈_몬스터즈 3기 ‘깨어나라’



Portfolio_스케치영상

https://goo.gl/FYRLUv

여행박사 방콕편

여행 스케치 행사 스케치

https://youtu.be/VI7G-d-P44E

CONTIKI 홍윤화편

https://youtu.be/6ArLFmH6-8o

김미경 북시사회 스케치영상

https://youtu.be/cRtBKaCYl_E

관객후기영상



Portfolio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goo.gl/VoJM5z



05  Contact



Contact

사다리필름은 당신의 시시콜콜한 접촉을 기다립니다. 
사소한 영상 문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제안,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찝쩍거림 #대환영

Main Contact SNS Contact

Address 
Tel 
Official site 
E-mail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80-1, 플라워빌딩 3층  
1544.9929 
www.sadarifilm.com 
yoursadari@sadarifilm.com 

Youtube 
Facebook 
Instagram 

https://goo.gl/VoJM5z 
https://www.facebook.com/sadarifilm/ 
instagram/sadarifilm 
 
 

http://www.sadarifilm.com
mailto:yoursadari@sadarifilm.com
https://goo.gl/VoJM5z


Thank You 
성장하는 당신의 영상 파트너, 사다리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