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소개
도서출판 성득

성득의 STAR DEER와 함께



“다가감”, 새로운 걸음은 떨리는 과정
이다.  나와 우리를 위한 도약의 발걸
음이 되기 위해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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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출판 성득(star deer , 星得 )

2022-03-21

도서출판 성득은 성(星:별성)/득(得:얻을득)의 한자에
출판사의 지향점이 들어나 있습니다.  

『별』*을 물으며, 

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출판작업과 함께 “별 따는 일”을 합니다.

「출판 브랜딩전략」을 컨설팅하고
책의 지식 콘텐츠를 독자의 세대나 시대에 걸맞는
‘문화콘텐츠’로 독자에게 다가감을 시도하는
출판사입니다.

* 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꿈, 재능, 경험 등과 같은 것입니다.



2. 「성득스타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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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품고

별을
따고

또다시
별을
품고

또다시
별을
따고

저자의별찾기
프로젝트

별유형에따라
출판브랜드결정

도서출판 별을품다*

도서출판 성득

홍보타케층에
걸맞는
문화컨텐츠결정

북뮤직콘서트, 연주회, 북토크, 사진전, 강연회, 문화축제, 전시, IT콜라보 등

예)

MZ세대 : 별을 품다
50/60세대: 별을 따다

*도서출판 별을품다는 도서출판 성득의 임프린트입니다.



청소년작가만들기 프로젝트

별1(2022.1.15, 김민지*, 『밤의 모스부호』, 도서출판 별을픔다) *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고1때 발굴되어 고2 겨울방학에 출간함.

별2(2022.9.26예정, 김태희, 오명경, 김유정,『가마우지 노래』**,도서출판 별을품다) **2022년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우수출판물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한 출판물

음악세계만나기 프로젝트

사슴1(2022.8.25예정, 정혜경, 『슈베르트, 클라라슈만의 이야기와 예술가곡 지상레슨』, 도서출판 성득)

사슴2(2022.10.15예정, 정혜경, 『한국가곡지상레슨, 30선』, 도서출판 성득)

사슴3(2022. 11.20예정, 제럴드 무어지음, 정혜경번역, 『시인의 사랑』, 도서출판 성득) 

멈춘 여자들의 이야기

사슴4(2022.9.15예정, 최은경, 『멈춘 여자들의 이야기』, 도서출판 성득)

세대 키워드찾기 프로젝트 (2023년도 출간물, 도서출판 별을품다에서 준비중)

나& ME 성장카드 프로젝트 (2023년도 출간물, 도서출판 성득에서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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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득의 출판물들」시리즈물(프로젝트)/단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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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득의 시작과 사람들」

2018.4 도서출판 성득출범 (사업자등록증 등록일)

2019.4 로고제작(STAR DEER, 별사슴)

2020.10 도서출판별을품다 (도서출판 성득의 임프린트)

만들기 – MZ세대용출판브랜드로

2020. 4 「청소년작가만들기프로젝트」기획

2022.1 「청소년작가만들기프로젝트」별1. 첫책* 출판
* 『밤의 모스부호』, 김민지지음, 도서출판 별을품다

현재 ~ 청소년 및 여성층을 타케팅한 책출간 준비중

【성득의 사람들】

✓ 대표 최성득
✓ 이사 유미경: 실질적인 업무 수행, 편집기획업무

마케팅업무 수행

✓ 외부 전문가(편집, 교정 교열, 디자인, 인쇄)

협업하여 진행



참고 : 출판브랜딩(MIG)의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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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 기획/편집
-종이/전자/오디오믹스

알리기 : 전략/방법
-온/오프라인믹스

굴리기: 수익/가공
-강의/포럼/미디어믹스

Making Informing

Generating



참고 : MIG_만들기단계의 전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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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Step 4

편집기획
<1차기획안>

- 기획의 콘셉트잡기
- 원고 구성안/편집안작성
(출간검토단계의 기획안)

< 2차기획안>

- 제목/ 헤드라인카피
- 리드 컨셉/ 주요특징

< 최종기획안>
- 마케팅계획서
(발행부수/목표판매)

저자와의 소통
출판방향설정

콘텐츠제작/디자인
(촬영/취재)

기획안공유
(1차,2차기획안)

인쇄/출판/홍보

집필관리 초고 교정 수정 완성

< 홍보/배본>
- 보도자료작성

<저자와의인터뷰>



참고 : MIG_만들기단계의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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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 기획/편집
-종이/전자/오디오믹스

Making
1. 출간검토단계의 기획안(작성자, 편집자)

- 개요/ 저자정보(저자의 가치)

- 분야(책의 분야)

- 사업성예상
2. 출간확정후, 상세 분석하의 기획안(편집자)

- 용도/홈페이지신간소개/제목카피/ 리드
컨셉

3. 출간단계에 임박한 기획안(마케팅)

- 신간마케팅계획서
- 시장런칭계획



참고 : MIG_알리기단계의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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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기 : 전략/방법
-온/오프라인믹스

Informing 1. 알리기단계의 주요사항은 SNS활동의 온라
인 및 서점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전략설계
- 출판책의 독자층파악
- 1차기획안설계시 함께 고려될 사항
- SNS활동의 채널구성
(YouTube, 인스타그램, Facebook 등)

-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를 기획

2. 알리기단계는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구성
- 준비단계 (기획/제작)

- 실행단계 ( SNS를 통한 실행/오프라인)

출판기념회 라이브로 온오프동시전략



참고 : MIG_굴리기단계의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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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리기 : 수익/가공
-강의/포럼/굿즈믹스

Generating, Cash cow
1. 굴리기단계의 주요사항은 수익창출전략을

설계하는것
- 기획의 초반부터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청사진 만들기

- 작가+ 작품 특징에 따라 수익창출연구
- 종이책을 사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
- 귀로 듣는 강연 또는 눈으로 보는 드라마/

영화 같은 미디어 제작을 통해 추가적인
책 홍보의 기회를 기획하기

- 출판기념회(전시)나 이벤트결합
출판도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 기획

2. 굿즈제작
- 성득(star deer)과 별품에 맞는 굿즈제작
- 책에 특화된 굿즈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