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피온 스토리보드 샘플

https://hompion.com   ☎158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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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 - 작성 전 반드시 읽어 주세요!
스토리보드 - 작성 전 반드시 읽어 주세요.

• 제작하실 페이지 만큼 슬라이드를 복제 하시어 페이지마다 들어갈 내용과 디자인 컨셉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 페이지마다 들어갈 이미지는 원본 사이즈로 메일로 발송 해 주세요.

• 이미지 발송 시 파일명은 삽입될 페이지 메뉴명으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 해 주세요.

• 삽입 문구는 작성 해 주신 내용 그대로 제작 되오니 정확하게 기재 해 주세요.

• 참고 디자인과 사이트를 토대로 분위기와 색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 해 드려요.

• 업체 로고 이미지는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 해 주세요.

• 작성 해 주신 스토리보드의 내용과 최초 견적서 발생 시 내용이 상의 할 경우 견적금액이 변동 되실 수 있으니 참고 해 주세요.

• 보내 주신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충분한 기획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작업에 들어가시며, 제작에 들어간 이후에는 기획 수정이 불가 하시니 참고 해 주세요.

• 제작완료 전 디자인 수정은 최대 2회 가능하시며, 전체적인 기획 수정이 아닌 색감, 텍스트, 배너 및 배경 이미지 수정 정도로 진행 되세요.

• 배너 및 배경 이미지의 선택을 저희 패치워크에 위임 하셨을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 하시며, 고객님께서 전달 해 주시는 이미지로 변경은 최대 2회 수정 내에서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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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구분 메뉴명 1 메뉴명 2 내 용

No.1 메인 2개 이미지 슬라이드 효과

No.2 서브 1 브랜드스토리 홈피온 브랜드 소개 및 브랜드 장점

No.3 서브 2 경쟁력 타사 비교 홈피온의 경쟁력 소개

No.4 서브 3 제작비용 홈페이지 제작 유형별 제작비용 소개 (요금표, 옵션비용, 월유지비용 안내)

No.5 서브 4 제작안내 홈페이지 제작 유형별 제작 범위 및 신청방법 제작절차 안내

No.6 서브 5 디자인 제작 샘플 소개

No.7 서브 5-1 템플릿 템플릿유형 신청 시 선택할 템플릿 소개

No.8 서브 5-2 포트폴리오 홈피온에서 제작된 홈페이지 소개

No.9 서브 6 견적문의 홈피온 제작 의뢰 시 문의 상담 폼

No.10 서브 7 고객센터 게시판 및 유지보수 신청

No.11 서브 7-1 FAQ 자주하는 질문 소개

No.12 서브 7-2 유지보수 신청 제작 후 유지보수 및 수정요청 신청 폼

No.13

No.14

문서이력

문서이력 |   사이트 제작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기재 하는 공간입니다.

- 구분 : 메인 또는 서브페이지 인지 기재해 주세요.

- 메뉴명 : 페이지의 메뉴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 내용 :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어 제작할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프로젝트명 (상호) : 작성자 : 작성일자 :홈피온 홍길동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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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성공적인 IT 아웃소싱을 응원합니다.

- 홈페이지 정보 :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수집 입니다.

- 도메인 : 가지고 계시는 자체도메인 정보 또는 패치워크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선택 시 지정해 주실 도메인명을 입력해 주세요.

- 푸터 정보 : 홈페이지 하단에 들어갈 업체정보 입니다. 노출이 필요 없으신 정보는 미노출로 기재 해 주세요.

첨부파일 명

no1

no2

no3

no4

no5

no6

구분 홈페이지 정보 메뉴명 page 디자인포인트(참고사이트) 및 요청 효과를 기재해 주세요

no1 푸터 디자인은 간격을 좁게 심플하게

no2 hompion.com 푸터 디자인 참고

no3 배경색은 어두운 계열로 해주세요

no4

no5

no6

no7

no8

스토리보드 - 해당페이지의 들어갈 내용 및 디자인 포인트를 기재합니다.

구분 질문사항 선택 항목 답변

도메인

도메인유형 자체도메인 / 패치 무료제공 도메인(/myhom.kr) / 패치 무료제공 도메인(/homon.kr) 패치 무료제공도메인 (/myhom.kr)

자체 도메인 도메인명 Hompion.com 도메인 구입업체 후이즈 구입업체 아이디/비번 hompion / 123456

패치 무료제공도메인 도메인명 홈피온 ******.myhom.kr ( ******* 부분 명칭 기재 )

구분 질문사항 답변

푸터
정보

상호 주식회사 패치워크

대표자 미노출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SK VIEWLAKE A동 1015호

TEL 1588-4418

E-mail admin@hompion.com

기타 노출정보 시행사 ***** / 시공사 ****** / 신탁 ******* 

http://www.********.myh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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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명

no1

no2

no3

no4

no5

no6

구분 메인 메뉴명 홈페이지 메인 page 메뉴바 디자인포인트(참고사이트) 및 요청 효과를 기재해 주세요

no1 parkntower.myhom.kr 메뉴바 참고

no2 메뉴바 색상은 블랙

no3 슬라이드 문구 텍스트는 고딕 강한 서체

no4

no5

no6

no7

no8

구분 질문사항 선택 항목 답변

상단 메뉴바

로고 위치 왼쪽상단 / 중앙 / 우측상단 왼쪽 상단

메뉴 위치 왼쪽상단 / 중앙 / 우측상단 우측 상단

메뉴바 형식

메뉴바 고정 (스크롤 시에도 상단에 고정) 메뉴바 고정

메뉴바 미고정 (스크롤 시 사라지고 하단에 탑이동버튼 삽입)

메뉴바 단락 분리 (배너 이미지와 따로 분리)

메뉴바 단락 미분리 (배너 이미지 위에 메뉴 올리기) 메뉴바 단락 미분리 (배너 이미지 위에 메뉴 올리기)

스트롤을 내리면 위에 처럼 색상이 변하면서 단락이 생기게 해주세요.

- 구분 : 메인 또는 서브페이지 인지 기재해 주세요.

- 메뉴명 : 페이지의 메뉴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 page : 페이지내 해당되는 단락을 기재해 주세요.

- 답변 : 질문사항에 따른 선택항목을 답변에 기재해 주세요.

- 디자인 포인트 : 원하는 디자인 컬러, 기능, 참고url, 효과 등을 기재해 주세요.

- 첨부파일 : 제작에 필요한 내용,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셨다면 해당페이지에 들어갈

첨부파일명을 기재해 주세요.

스토리보드 - 해당페이지의 들어갈 내용 및 디자인 포인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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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명

no1 메인이미지1.jpg

no2 메인이미지2.jpg

no3

no4

no5

no6

구분 메인 메뉴명 홈페이지 메인 page 배너 단락 디자인포인트(참고사이트) 및 요청 효과를 기재해 주세요

no1 seoyoon-partners.co.kr/ 배너 참고

no2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no3 슬라이드 문구 텍스트는 고딕 강한 서체

no4 참고사이트 슬라이드 효과처럼 요청

no5

no6

no7

no8

스토리보드 - 해당페이지의 들어갈 내용 및 디자인 포인트를 기재합니다.

구분 질문사항 선택 항목 답변

메인 배너

삽입 이미지 2장

슬라이드 효과 이미지만 슬라이드 / 텍스트만 슬라이드 / 이미지&텍스트 모두 슬라이드 이미지&텍스트 모두 슬라이드

슬라이드 문구

당신만의 개성 있는 사이트의 시작을 홈피온 에서 밝혀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처음 이신가요? 처음부터 비싼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 구분 : 메인 또는 서브페이지 인지 기재해 주세요.

- 메뉴명 : 페이지의 메뉴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 page : 페이지내 해당되는 단락을 기재해 주세요.

- 답변 : 질문사항에 따른 선택항목을 답변에 기재해 주세요.

- 디자인 포인트 : 원하는 디자인 컬러, 기능, 참고url, 효과 등을 기재해 주세요.

- 첨부파일 : 제작에 필요한 내용,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셨다면 해당페이지에 들어갈

첨부파일명을 기재해 주세요.

스토리보드 - 해당페이지의 들어갈 내용 및 디자인 포인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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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명

no1 메인_2단락 배경이미지.jpg

no2

no3

no4

no5

no6

구분 메인 메뉴명 홈페이지 메인 page 2번째 단락 디자인포인트(참고사이트) 및 요청 효과를 기재해 주세요

no1 hompion.com/template/ 참고

no2
이미지는 웹/모바일 아이콘 등으로

해주세요

no3 강조부분은 조금 크게해주세요

no4 브랜드스토리 바로가기 버튼 추가

no5

no6

no7

no8

삽입내용

홈페이지 on! 홈피온을 소개 드립니다. (강조)

셀 수 없이 많은 홈페이지 제작업체.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직도 불안하고 미덥지 못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다고 안할수는 없고..."

홈페이지 제작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 구분 : 메인 또는 서브페이지 인지 기재해 주세요.

- 메뉴명 : 페이지의 메뉴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 page : 페이지내 해당되는 단락을 기재해 주세요.

- 삽입내용 :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 디자인 포인트 : 원하는 디자인 컬러, 기능, 참고url, 효과 등을 기재해 주세요.

- 첨부파일 : 제작에 필요한 내용,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셨다면 해당페이지에 들어갈

첨부파일명을 기재해 주세요.

스토리보드 - 해당페이지의 들어갈 내용 및 디자인 포인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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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명

no1

no2

no3

no4

no5

no6

구분 메인 메뉴명 홈페이지 메인 page 3번째 단락 디자인포인트(참고사이트) 및 요청 효과를 기재해 주세요

no1 utoimage.com/  3번째 단락 참고

no2 박스 클릭시 경쟁력 페이지로 연결

no3 경쟁력 바로가기 버튼 추가

no4
박스 안 이미지는 내용과 비슷하게

디자인 해주세요

no5

no6

no7

no8

삽입내용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강조)

저렴한가격

20만원부터시작되는제작비
하루 300원의유지비

전국최저수준으로제시해드립니다

투명한요금소개

전화하면눈덩이처럼
불어나는홈페이지운영비용?

100% 투명하게공개해드립니다

안정적인결제

네이버페이를 이용한부담없는
제작비납부, 매월신경쓸
필요없이결제되는유지비

- 구분 : 메인 또는 서브페이지 인지 기재해 주세요.

- 메뉴명 : 페이지의 메뉴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 page : 페이지내 해당되는 단락을 기재해 주세요.

- 삽입내용 :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 디자인 포인트 : 원하는 디자인 컬러, 기능, 참고url, 효과 등을 기재해 주세요.

- 첨부파일 : 제작에 필요한 내용,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셨다면 해당페이지에 들어갈

첨부파일명을 기재해 주세요.

스토리보드 - 해당페이지의 들어갈 내용 및 디자인 포인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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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명

no1

no2

no3

no4

no5

no6

구분 서브 1 메뉴명 브랜드스토리 page 디자인포인트(참고사이트) 및 요청 효과를 기재해 주세요

no1 Behancee.net/  참고

no2 표색상은 주황색으로 해주세요

no3

no4

no5

no6

no7

no8

삽입내용

홈피온 브랜드스토리 (강조)

하루 300원 갓성비, 믿을 수 있는 홈페이지, 홈피온을 소개합니다.

First 우선, 소비자들은 어떤 point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고민하는가? 홈피온은 홈페이지 제작을 고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Keyword   소비자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분명했습니다. “바쁜 산업 환경속에서 쉽고 빠르게 제작“ 이 되어야 하고, 합리적이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Solution 답은 간단했습니다. 홈피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Resolve 홈페이지 제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 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메인 또는 서브페이지 인지 기재해 주세요.

- 메뉴명 : 페이지의 메뉴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 page : 페이지내 해당되는 단락을 기재해 주세요.

- 삽입내용 :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 디자인 포인트 : 원하는 디자인 컬러, 기능, 참고url, 효과 등을 기재해 주세요.

- 첨부파일 : 제작에 필요한 내용,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셨다면 해당페이지에 들어갈

첨부파일명을 기재해 주세요.

스토리보드 - 해당페이지의 들어갈 내용 및 디자인 포인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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