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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노리는 다수의 제품 촬영, 기획, 펀딩 경험으로 푸드 및 뷰티 브랜딩에 특화된

트렌디한 미디어 콘텐츠 크루입니다. 자체 푸드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와, 스타일리스트

푸드 전문 포토그래퍼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적인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Y O R I N O 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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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매출 전체 집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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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노리는 블렌딩 전문 식품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다수의 푸드 촬영 및 상세페이지 기획 등 다양한 활동 진행,

트렌디한 감각과 노하우로 국내에 몇 없는 푸드 전문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ABOUT US
그룹 소개

YORINORI

대표 I 박정수

설립년도 I 2018.01.01

업종 I 식품제조업, 광고홍보대행업, 시각 디자인업 등

경력 I 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 생활혁신아이디어 부문 선정

전문분야 I 푸드, 뷰티, 패션잡화 등의 제품 촬영 및 상세페이지 기획

진행 프로젝트 I 상하 농원 패키지 리뉴얼, 영영키친 푸드 콘텐츠 제작, 그 외 약 50개 이상의 브랜드 콘텐츠 제작 전담



WHY?푸드 콘텐츠는 식재료 물성의 이해, 푸드 메이킹, 시즐 촬영, 특수 촬영 등

일반 뷰티나 공산품과는 높은 퀄리트의 결과물을 위해 다르게

전문 푸드 스타일와 푸드 전문 포토그래퍼간의 긴밀한 그리고 수평적인 협업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저희 크루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및 포토그래퍼가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수평적으로 기획하고 촬영합니다.

WHY?
푸드 컨텐츠 전문 기업의 강점

푸드 분야는 일반 공산품, 뷰티분야가 Pain Point 발굴 Problem Solving에서

출발하는 것과 다르게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소구 포인트를 발굴하거나

메이커님의 제품이 고객에서 어필 할 수 있는 ‘비타민’ – 있으면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 요소를 발굴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푸드 업계만의 독특한 네러티브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것은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크루는 콘텐츠 생산자임과 동시에
자사의 푸드 브랜드를 직업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푸드 메이커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꼭 필요한 기획을 진행합니다.

기획영역 콘텐츠 제작 영역



Step 1.

메이커님의 프로젝트 목표, 제품의 강점, 프로젝트에서 저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을 전달 주시면 이에 따른 견적 및 소요기간을 전달드립니다.

메이커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품의 기획의도, 시장환경, 제작과정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컨셉부터 디자인, 제품촬영, 마케팅까지 All In One으로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리노리는 푸드 프로젝트를 전문적인 수준으로 리딩할 수

있는 국내 유일 크루입니다. (자체 브랜드 운영 경험 보유)

PROCESS
펀딩메이트 진행과정

Step 2.

계약진행 후 제품의 심층분석을위한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제품을 더 많이 알 수록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온답니다. 

제품 심층 분석

Step 3.

글로 작성된 기획안 초안의 컨펌 이후 이미지 및 GIF의 촬영시안을 제안드립니다.

메이커님과 요리노리팀의 협업을 통해 더 좋은 퀄리티의 촬영문을 전달 드릴 수 있어요.

기획안 공유

Step 4.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후, 계약서에 명시 된 수정 횟수 및 A/S 부분이 끝나면

펀딩메이트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에 사용된 원본파일은 요리노리에 귀속되며

원본 제공은 추가 비용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펀딩 런칭 및 계약 종료



사전 정보 파악

저희가 전달 드리는

가이드 및 질문지에 작성하여

메이커님의 제품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스토리 기획

질문지 기반으로

스토리 및 기획안을

전달 드립니다.

디자인 초안

컨펌이 완료된후

이미지 레이아웃을

전달 드립니다.

디자인 작업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실제 촬영 진행 및

랜딩페이지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런칭

이미지 제작 이후

메이커님의 일정에

맞게 프로젝트를

런칭합니다.

PROCESS
펀딩메이트 진행예시



#블렌딩 버터 앵콜

펀딩기간 2020.06.30-2020.07.13 펀딩기간 2020.09.16-2020.10.05 펀딩기간 2020.01.30-2020.02.16 펀딩기간2020.09.16-2020.10.05펀딩기간 2019.11.11-2019.12.01

#캠핑 파우치 #블렌딩 소금 앵콜 #블렌딩 소금 #블렌딩 버터

109명의 서포터님들과
3,343,000원 펀딩성공

212명의 서포터님들과
10,087,500원 펀딩성공

76명의 서포터님들과
2,253,500원 펀딩성공

115명의 서포터님들과
5,021,000원 펀딩성공

171명의 서포터님들과
3,879,000원 펀딩성공

FUNDING 
HISTORY

| 요리노리 직접 진행 펀딩

요리노리의 프로젝트는 제품 기획, 개발, 콘텐츠 제작 촬영 모두 요리노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래 요리노리의 브랜드는 현재 성공적으로 시장 내 안착하여 최근 롯데백화점 설 시즌 상품으로 출점하는 등 시장 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ONTENT MAKING 
REFERENCE

| 요리노리 스튜디오 제작 콘텐츠

요리노리는 다양한 규모의 식품브랜드들과 전략적으로 협업하여 브랜드가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 콘텐츠의 레퍼런스는 클라이언트사와 기획단계에서 부터 협의하여 촬영 및 이미지 메이킹 까지 모두 진행한 사례입니다.

YORINORI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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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요리노리 FOOD CONTENTS GROUP

대표 박정수

사업자등록번호 102-88-00906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6, 203호

번호 070-5151-1299

이메일 jspark@yorinori.co.kr

자사브랜드몰 www.yorino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