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작품만이 세상을 바꾼다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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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셜은 오늘도 세상에 지혜를 더하는
독보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훌륭한 작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전파되기
시작된 지혜와 지식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시대의 흐름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시대를 관통하는 지식과 지혜의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인플루엔셜 대표 문태진

우리는 성장합니다

Wharton MBA School Class 2003

2018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지식 콘텐츠 기업’으로 우리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강연에서 출판 그리고 스마트러닝 서비스에서
콘텐츠 플랫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석사
HSBC은행 마케팅 상무
한국씨티은행 AVP
LG전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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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출판사업부

대한민국
베스트셀러史를 다시 쓴
출판계의 뉴리더

출판 사업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출판 드림팀
역대 최장기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
경제경영 분야 <명견만리>,
과학 분야 <수학이 필요한 순간> 등
베스트셀러로 우리의 실력을

2013년에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를 시작으로

증명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명견만리> 등 여러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며,
단기간에 한국의 주요 출판사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꼭 필요하나 아직 만들지 못한 책이 많다는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저자와 독자가 연결되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강연 사업

스마트러닝 사업

최고의 강연 비즈니스 전문 그룹

모바일 지식콘텐츠 플랫폼

대중이 원하고 시장에 필요한 콘텐츠를
정확히 짚어내어 전문가 동향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강연 전문가
그룹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싶은
모든 대한민국 성인을 위한 앱 윌라.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모바일형
프리미엄 강의와 오디오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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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업부

출판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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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전하는
영향력 있는 지혜

글로벌 출판사로서의
새로운 도전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사회가 성숙하고, 한 시대가 바뀌는 데 좋은 책 한 권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은 아들러 심리학 도서 <미움받을 용기>, 바둑 황제 조훈현의 <고수의 생각법>,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 롤프 도벨리의 <불행 피하기 기술>을 비롯해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외 명사들의 지혜를
알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2017년 8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의 영문판 <Secrets behind Things that Look Good> 출간하며 글로벌 출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의 영문판 <Go with the Flow>를 출간했으며,
이 두 책은 Amazon.com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가
아들 이산과 함께 쓴 동화 <로봇 일레븐>의 영문판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판 시장을
선도하는 참신한 콘텐츠

문학 분야 진출과
종합출판사로의 도약

강연과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렉쳐멘터리 프로그램 KBS <명견만리>, 세계적인 수학자 김민형 옥스퍼드대 교수의 명강의가
인플루엔셜에서 <수학이 필요한 순간>으로 재탄생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읽는 콘텐츠’의 한계를 벗어나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스마트러닝, 오프라인 강연을 결합한 다면적 시스템으로 디지털 시대에 더 새로워질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여름, 문학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종합 출판사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일본에서 600만 부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한자와 나오키> (전 4권)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의 심리 스릴러 <익명의 소녀 An Anonymous Girl>를
시작으로 영화보다 재미있는 소설 콘텐츠로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연사업부

대한민국 최초의
강연 비즈니스 전문기업

대중의 니즈를 가장 잘 아는
No.1 강연전문가그룹
국내 최고 기업 및 명사와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협업 경험과 10년의 강연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리서치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대중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강연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01
강의 의뢰 회수

9,463 건
2008년 대한민국 최초로 강연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강사를
추천 및 섭외해 주는 Speaker Bureau & Agency 비즈니스를 선보였습니다.
강연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영향력 있는 국내외 명사들의 지혜를 세상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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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사업부

02
강연 진행 회수

03
거래 기업 / 기관 수

04
거래 강사 수

4,989 건

2,039 건

1,475 명

05
보유 강사 수
( 내부 강사 DB기준)

7,598 명

(2008년 9월 ~ 2019년 1월)

최고 명사들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교육 파트너

<의뢰기업>
대기업 (51.72%)
중견기업 (18.24%)
금융기업 (15.88%)

교육 업체는 일반적인 강의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강연을 제공합니다.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고 강연은 연사의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 수단입니다.
연사의 경험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은 직원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성 있는 교육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계기업 (5.04%)
공공기관 (4.61%)
중소기업 (1.93%)
벤처기업 (1.72%)
학교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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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사업부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의 강연 매니지먼트
각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근원적 사고를 하는 최고 전문가만이 청중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강연으로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사가 대중에게 경험을 전달하는데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강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국내 유일한 공식 에이전시
데니스 홍 Dennis Hong
• 現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
• 現 로봇 연구의 메카, 로멜라 (RoMeLa) 로봇연구소장
• 글로벌 과학전문지 《파퓰러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
데니스 홍 교수는 로봇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로봇 공학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립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라고 평가한 ‘시각장애인 자동차’ 개발, 미국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 전 세계에 교육·연구용으로
모든 소스를 공개한 ‘다윈-OP’ 등을 개발하며 혁신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립과학재단 NSF의 ‘젊은 과학자상’,
‘GM 젊은 연구자상’,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 교육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윌라사업부

대한민국 No.1
지식콘텐츠 플랫폼 윌라

윌라는 최고의 명사들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강의와
베스트셀러 오디오북을 만날 수 있는 지식콘텐츠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치 있는 지적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유의미한 강의와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라는 모든 사람들의 더 나은 내일에 꼭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콘텐츠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1

성인 자기계발 앱 부문
(외국어 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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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라사업부

윌라사업부

11

최고가 만드는
프리미엄 모바일 강의

온라인에는 없었던
국가대표급 명강의

대한민국 No.1
오디오북 플랫폼

제대로 만든
오리지널 오디오북

전문가의 날카로운 통찰을 듣고 견문을 넓히고 싶은
사람들, 실무 능력을 쌓아 똑똑하게 일 잘하는 능력자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일반 교양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들까지 지식콘텐츠가 필요한 모두에게 의미있는
강의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난 명강의를 모은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비즈니스
분야별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필수 지식 “위클리 팁스”,
4.0 시대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준비운동”,
작가가 직접 연사로 나선 “베스트셀러 저자 직강”, 이론부터
실무 팁까지 원스탑으로 배우는는 “윌라 마케팅 MBA”, 자산
관리의 실질적인 팁을 대방출하는 “재테크 시크릿” 시리즈 등
대한민국 성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배울거리를 주는 다양한 클래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윌라는 국내 최대 오디오북 플랫폼을 목표로 새로운
오디오북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약 1,000여 건의
오디오북이 있으며 베스트셀러 완독형 오디오북을
국내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19년 4월 기준)
리딩(Reading)멘토가 선정하는 ‘이달의 책’을 비롯하여,
매일 10분 씩 책 요약과 리뷰를 들려주는 ‘북크박스’,
작은 동네 책방 주인들의 북큐레이션 ‘月月 동네책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라는 “완독형 오디오북”을 제대로 만든 오디오북의
기준으로 정립해 가고자 합니다. 책의 핵심 내용만 정리한
요약본 위주의 콘텐츠가 아니라 완독형 오디오북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온전한 독서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윌라에서 지향하는 완독형 오디오북 즉,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은 AI 스피커와 커넥티드카 등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는 4.0시대의 킬링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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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라사업부

연혁

2018 [창립10주년]
•지식콘텐츠 플랫폼 <윌라> 앱 공식 런칭
•출판 분야 최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NAVER-KTB 오디오 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투자 유치

2017

혁신 기업들과 함께하는 윌라
윌라는 삼성, SK텔레콤, 롯데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떠오르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윌라의 모바일 강의와 오디오북은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시대의 직장인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게 한 단계 진보한 스마트러닝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윌라의 프리미엄 강의와 오리지널 오디오북은 기존 이러닝이나 요약본 오디오북과 차별화 된
우수한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영문판 <Go with the Flow> 출간
•<수학이 필요한 순간> 과학 분야 10주 연속 1위

•글로벌 출판 시장 진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영문판 <Secrets behind Things that Look Good>
미국 아마존 출간
•대한민국 최초 모바일 프리미엄 스마트러닝 서비스 윌라 오픈

2016
삼성인력개발원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공

승격자 대상
스마트러닝 서비스

롯데 계열 그룹사 대상
스마트러닝 서비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자원봉사자 교육 서비스

•<명견만리> 경제 경영서 판매 1위

2015
•<미움받을 용기> 역대 최장기간 베스트셀러 기록
•출판계 최초 지분 투자 유치 (미래에셋벤처투자)

유료 지식 콘텐츠 시장의 리더

2014
2013

•2차 출판 프로젝트 투자 유치
•<미움받을 용기> 51주 연속 종합 1위

윌라는 네이버로부터 성공적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에서 양질의
유료 지식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는데 매우 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미래 지향적인 콘텐츠들을 만들며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오디오 콘텐츠 분야에서 전략적 비즈니스 관계도 돈독히 다져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수진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출간

2012
•출판사업부 런칭
•출판계 최초 프로젝트 투자 유치

2008
•대한민국 최초 강연 비즈니스기업 인플루엔셜 설립

CONTACT
대표번호

02 - 720 - 1042

홈페이지

www.influential.co.kr

강연사업부

request@influential.co.kr

출판사업부

books@influential.co.kr

윌라사업부

welaaa@welaaa.com

INFO
회사명

㈜인플루엔셜

설립일

2008년 4월 18일

대표이사

문태진

대표업종

강연, 출판, 스마트러닝, 글로벌출판

임직원수

62명

회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56, 제이콘텐트리빌딩 7층

파트너스

네이버 · 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 미래에셋벤처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