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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스토리
DESIGN OF LIFE



DESIGN OF LIFE

언제나

유려하고 가치있는
성공을 제작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그대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에
우리는 설레임을 느끼고 반드시 이루겠다 다짐합니다.

마침내, 그 성공을 안은 그대들의 기쁨에 우리는 한 웅큼 더 성장합니다.
                                 

언제나 결과로 말하는 우리는, HL story 입니다.

항상 새로운 Visual과 Storytelling을 고민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춘 Creative를 제공하겠습니다.



WE WORK WITH
THE BEGINNING

AND 
THE END

TOGETHER. 



HISTORY

2021 기술역량우수기업 인증
2021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2021 기업혁신성장 벤처기업 선정
2021 부산도시재생전문기업 선정

(주)에이치엘스토리 법인 설립

펜션홈페이지제작 연구소 '펜션웹 P-WEB' 설립

위담 한방병원 종합광고

송도본한의원 종합광고 및 웹사이트 제작

MBC 아카데미뷰티스쿨 종합광고

부산관광공사BOF(BUSAN ONE ASIA FESTIVAL)

야놀자펜션 MOU 계약체결

동아대학교, 동의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디자인납품

조화나무 아트몰 웹사이트 제작 및 제품디자인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종합광고

(주)시몬스가구 종합광고 및 디자인

(주)동부건설 웹사이트 제작 및 업무제휴

(주)단꿈교육 설민석 교수 홍보활동

(주)아이디팜컴퍼니 거래소 사이트 제작

(주)한국드론안전교육원 웹사이트 제작

청주 마이크로병원, 라인업치과, 웰하이여성병원 웹사이트 제작 

김혁동한의원 종합광고 및 웹사이트 제작

센텀변호사사무소 웹사이트 제작 및 영상제작

울산레지던스 호텔 종합광고 및 웹사이트 제작

외 67개 웹사이트 제작

총 73개의 펜션홈페이지 제작

2019

2016
2018



DESIGN OF LIFE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웹사이트 개발 및 앱 제작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 홍보영상 제작 

함안군청 문화공고부 홍보영상 제작

동아대학교 캠퍼스랜선투어 영상 제작 및 라이브방송 송출

다이텍연구원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지원기업별 시제품 홍보영상 제작(8개기업)

부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홍보 영상 제작

금정구청 '맛 브랜드' 영상제작(7개업체)

(주)오라 화장품 기업/제품/바이럴 홍보영상 제작 및 제품 사진 촬영

(주)에이치앤케이건설, 셀프인하우스 APP제작 및 웹사이트 제작 

(주)아시아툴텍 종합광고 및 웹사이트 제작

제이에스스토리 종합광고 및 웹사이트 제작

호텔 아쿠아펠리스 웹사이트 제작 

팀터틀렛 홍보영상 제작 및 웹사이트 제작

세진기술산업 웹사이트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

2020

2021 기술역량 우수기업 선정

부산도시재생전문기업 선정

중소기업 제조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혁신성장 벤처기업 선정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ITS스마트교차로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홍보영상 제작

법무법인 금강 종합광고, 웹사이트 및 홍보영상 제작

(주)이룸피엔케이(이룸미장) 유튜브 영상 기획/컨설팅/제작

(주)풍진식품기계 홍보영상 제작

(주)더엠알네트웍스 스마트체크인 시스템 홍보영상 제작

(주)사미헌 쇼핑몰 웹사이트 제작 

(주)아시아툴텍 웹 리뉴얼 제작

(주)엠에스엠 종합광고 및 웹사이트 제작

(주)케어솔코스메틱 제품 촬영 및 쇼핑몰 제작

WEWORK | 위워크 랜딩페이지 제작 및 광고 진행

명태가도 사이트 제작 및 영상 제작

강동대학교 수시1차 전형모집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동래 황금손한방병원 웹사이트 제작

유로올 웹사이트, 제품 카달로그 및 제품사진 촬영 

예쁜라인 성형외과 웹사이트 제작 및 사진촬영(인테리어, 프로필)

태백한우 협동조합 웹접근성 및 쇼핑몰 제작

MVL CAR 웹사이트 제작 및 영상 기획/컨설팅/제작

외 다수 프로젝트 진행

2021



Media
design of life

BUSINESS - 01

We always produce elegant and worthy success.

We always think about new visual and storytelling.

We will provide creative tailored to the changing world.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제작 (촬영 & 편집) 

사진 촬영 & 편집 (인테리어, 음식, 제품, 프로필 등)

유튜브 영상 기획 · 제작 · 편집

드론 영상 및 사진 촬영

모션 · 인포그래픽 영상 제작

행사스케치 · 인터뷰 등 기타 기획 영상 제작 

Work Process

상담 및 컨설팅
제작 방향에 대한 상담 
및 레퍼런스 제안 
(컨셉 및 트렌드)

견적 및 계약
상담 내용에 기반한
견적 제공 및 계약 체결

기획 및 회의
화면·나레이션 구성에 
대한 제작 미팅

스토리보드 작성
영상·자막·오디오 

부분에 대한 스토리보드 
작성

제작 회의
화면구성 회의 및 촬영 
장소 헌팅, 출연자,
성우 섭외

촬영 및 편집
본격적인 촬영 진행
컷편집, D.I(색보정), 
모션그래픽 등의
종합 편집

사운드 에디팅
성우 녹음,

BGM·효과음 작업

시사 및 납품
시사 후, 보완 작업을 

거쳐 납품

http://hl-story.com/sub/project.html#MEDIA


Design
design of life

BUSINESS - 02

We always produce elegant and worthy success.

We always think about new visual and storytelling.

We will provide creative tailored to the changing world.



UI·UX 기획 및 컨설팅

반응형, 적응형 Web 제작

쇼핑몰 제작

Application 제작

실사출력물(로고, 명함, 팜플렛, 카달로그 등)

Work Process

상담 및 컨설팅
제작 방향에 대한 상담
및 레퍼런스 제안
(컨셉 및 트렌드)

견적 및 계약
상담 내용에 기반한
견적 제공 및 계약 체결

기획 및 회의
기획안 제작 및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진행 방향 

회의

최종 디버깅 및 납품
완성된 홈페이지 검수 후, 
보완 작업을 거쳐 납품

퍼블리싱 및 개발
컨펌된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퍼블리싱 · 

개발 작업

디자인 제작
기획안을 토대로 디자인 
시안 제작 및 컨펌

http://hl-story.com/sub/project.html#DESIGN


Marketing
design of life

BUSINESS - 03

We always produce elegant and worthy success.

We always think about new visual and storytelling.

We will provide creative tailored to the changing world.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카페, 지식인, SNS, 체험단, 언론보도)

검색광고(CPC,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컨설팅+브랜딩

영상 광고(다양한 고객에게 노출시키며, 광고효과가 명백하게 입증된 광고영역)

이벤트&프로모션(다양한 이벤트기획 및 홍보)

Work Process

상담 및 안내
진행 매체 선정, 마케팅 
방향 및 예산 설정 등 
마케팅 전반 컨설팅

견적 및 계약
상담내용에 기반한 
견적제공 및 계약 체결

기획 및 회의
자료수집, 키워드 색출 및 
원고작성에 대한
기획 및 미팅

집행
마케팅 집행

심의 및 검수(필요시)
심의 필요한 분야
(의료 등) 및 특정 매체 
원고 검수 진행

원고작성 및 확정
클라이언트 피드백 및 
협의를 통한 최종 원고 
작성 및 확정

http://hl-story.com/sub/project.html#MARK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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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엘스토리

DESIGN OF LIFE

1588 1815
Insta.       @hlstory_official

E-mail.     info@hl-story.com

Website.  http://hl-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