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O M P A N Y  P R O F I L E

회사소개서

Professional of
Design Group

종합디자인전문회사

043. 852. 1004





CONTENTS

회사의 역사 06

05회사의 개요

29회사의 고객

10포트폴리오

09수 상 내 역

07회사의 자격

HSDIProfessional of Design Group
종합디자인전문회사



HSDIProfessional of Design Group
종합디자인전문회사

4

1985년 성냥갑 디자인을 시작으로 설립된

에이치에스디아이는 광고 및 디자인, 설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여러 시각매체에 적용되어지는 홍보물을 디자인이라는 절대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객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에스디아이는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종합광고물제작전문회사로서

가로환경시설, 공공시설, 브랜드, 광고홍보, 종합인쇄출판, 디지털출력, 조형물, TOTAL SIGN, 전시물 등

모든 시각영역 제품을 기획, 설계, 디자인, 제작, 설치하는 One-Stop Total Solution 기업입니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창조해 내는 독창적이면서도 기술적인 디자인은

진정한 성공 파트너가 되기 위한 큰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회 장

조기철

We will be a great partner
for your succes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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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에이치에스디아이

설립일 : 1985년 8월 1일

사이트 : www.hsdi.kr, blog.naver.com/hanil0987

소재지 : 충북 충주시 목행초길 7

규  모 : 부지 1254㎡, 건축면적 400㎡

사  업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옥외광고업,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 조형물, 전시모형

기업형태 : 중소기업

'21년 실적 : 매출액 17억

임직원 : 15명

_Overview회사의 개요 귀하의 성공을 위한

디자인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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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History회사의 역사

벤처기업 확인 (20211215030134)

모범소상공인 국무총리상 수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백년가게 선정 (제200903-00302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충청북도-제2020-7호)

통신판매업등록 (제2020-충북충주-0063호)

벤처기업확인 (제20190112511호)

충주시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 우수상 수상

2018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전 행정안전부장관상 
충북옥외광고대상전 금상(디자인모형설계), 

은상(창작디자인부분), 동상(디자인모형설계)

'충주시 일하기 좋은기업' 선정 -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벤처기업확인 (제20170112987호)

노란발자국 상표 등록

전시사업자(전시장치업) 등록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지사 설립

AsphaltArt International AG 대한민국 총판계약

세종지사 설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브랜드 개발업체 등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 등록(시각·포장, 제품, 환경)

충북그래픽디자인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등록(한국교통대학교)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 인정(에이치에스디아이디자인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2013114671호(충주유일)

옥외광고업 등록(충주 제1999-4390000-08-2-00026호)

(주)한일기획 설립

에이치에스디아이 상호 변경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충주2012-08-03)

공장등록(33910,18111,25111,25119,25995,2599,28423,33934) - 충주시

벤처기업확인(제20100200945호) - 기술보증기금

특허등록 - 특허 제10-0882220호

벤처기업확인 (제20090201410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제1519호

CLEAN사업장 인정 - 제41,076호(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

ISO14001:2004 인증- GK-0138-EC (2013.10.22~2016.05.20)

ISO9001:2008 인증- GK-0138-QC (2013.10.22~2016.05.20)

산학협력 교류 협약(한국폴리텍4대학 충주캠퍼스)

인쇄사 등록(충주 제2006-000002호)

출판사 등록(충주 제2006-000006호)

한일기획 설립

2021. 11.
2021. 11.
2021. 09.
2020. 10.
2020. 09.
2020. 02.
2019. 11.
2018. 11.

2018. 10.

2018. 04.
2017. 11.
2017. 06.
2017. 01.
2016. 05.
2016. 02.
2015. 05.
2015. 02.
2014. 10.     
2014. 05.
2013. 11. 
           
2013. 10.

2012. 07.
2011. 12.
2011. 05.
2011. 02.
2009. 04.
2008. 08.
2007. 11.
2007. 05.
2007. 05.
2006. 12.
2006. 07.
2006. 07.
198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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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Qualification회사의 자격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종합디자인 - 시각/제품/환경)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옥외광고업 등록증전문건설업등록증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전시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출판사 신고확인증 인쇄사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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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Qualification회사의 자격

표·명세서·일반행정공통서식

인쇄 출판물 달 력 간판·안내판 걸이구·전시대 실물모형 및 전시물 엽 서

조형물 버스승강장·자전거보관대 컨테이너 하우스 수첩·공책

라벨용지·일반 인쇄스티커·실사출력 인쇄스티커 차 양 조립식 구조물·기타 이동식 부스 현수막·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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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wards수상내역

·모범소상공인 - 국무총리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백년가게 선정

·충주시장 - 기념품공모전 입선

·충주시장 - 디자인 우수상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전 - 은상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전 - 금상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 충주시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충북도지사 - 명예고문 표창

·경찰청장 - 감사장

2021. 11.

2020. 10.

2019. 08.

2018. 11.

2018. 10. 

2018. 10.

2017. 12.

2014. 02.

20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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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ortfolio

디자인실시설계*

포트폴리오

·해운대 엘시티 워터파크 사인설계용역

·음성군 생극면 소규모 재생산업 디자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청주시 낭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세부설계 및 경관계획수립 용역

· 충북도청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경관설계 용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정보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남원시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 간판 제작 및 설치

·충주교육지원청 신청사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젊음의 거리ㆍ관아골 보행환경 개선사업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경관설계용역

·민물고기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용역

·호암지공원 경관개선 및 범죄예방 조명시설 설치공사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2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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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ortfolio

디자인실시설계*

포트폴리오

·신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경관형성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중 간판·안내판 개선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충주 럭키문화아파트상가 간판정비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

·시 경계지역 홍보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악산 소공원 집단시설지구 상가간판 정비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시관내 사설안내표지판 연립형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덕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옥외부문 실시설계

·성서상가 안내판 정비공사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연수종합상가 아치간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통영 도남동 유람선터미널 간판정비사업 디자인실시설계용역

  

2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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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ortfolio

간판*

포트폴리오

·충주시 보건소 전광판 및 LED채널문자 제작 및 설치

·수소충전소 채널간판 제작 및 설치

·텔콘알에프제약 채널간판 제작 및 설치

·애플아트뮤지엄 사인물 제작 및 설치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LED간판 제작 및 설치

·탄금유치원 LED채널간판 제작 및 설치

·충주 달천초등학교 슬로건 간판 설치

·KT&G 수안보수련관 내 G-Campus 사이니지 제작 설치

·건국대학교 링크사업단 3D실내사인 제작설치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LED 간판 제작 및 설치

·충주경찰학교 대운동장 후렉스 간판 화면교체 설치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대형 표지 제작 및 설치

·청주시 영운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충주아동청소년센터 LED채널간판 제작 및 설치

·보훈휴양원 LED채널간판 제작 및 설치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채널간판 설치공사

2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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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ortfolio

간판*

포트폴리오

·롯데주류 충주 1, 2공장 CI변경 공사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LED채널간판 설치공사

·충주중앙탑중학교 용전관 채널간판 제작 및 설치

·계명산 휴양림 관리사무실 간판 제작 및 설치

·충주남한강초등학교 비조명 채널간판 설치공사

·충주시 고속버스정류소 LED채널간판 설치공사

·충주남한강초등학교 LED채널간판 설치공사

·진천서전유치원 채널문자 제작 설치

·충주달천초등학교 사인물 정비

·충주중앙탑중학교 LED채널간판 제작 및 설치 

·서울식품 LED채널간판 제작 및 설치 

·한국교통대학교 - 공동실험실습실 사인물 제작 및 설치

·건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비조명 채널간판 설치공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간판 설치 공사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간판 정비 공사

2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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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ortfolio

간판*

포트폴리오

·충주중앙어울림문화관광형시장 문화예술플랫폼

    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충주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간판 제작 및 설치

·봉방배수펌프장 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안림요양원 LED채널간판 제작설치

·롯데주류 충주 1, 2공장 CI 심볼 추가 공사

·충주체험관광센터 LED채널간판 설치공사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

·롯데주류 충주 2공장 자동화창고 비조명 채널문자 제작 및 설치 

·영동 과일나라 테마공원 홍보용 간판 설치

·충주시 어울림시장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간판 제작 및 설치 

·롯데주류 충주공장 사인물 제작 및 설치

·밝은안과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신라정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청주공항 및 계류장 문자사인 제작 및 설치

·충주로컬푸드직매장 사인물 제작설치

2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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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눈카페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이광세치과의원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충북혁신도시 산학연유치센터 채널간판제작설치

·충주체육관 LED채널문자 설치공사

·(주)서림 사인시스템 제작 및 설치공사

·수안보온천 역사홍보관 간판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LED채널문자 설치공사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경관사인 설치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옥외간판 설치공사 

·국립특수교육원 옥외간판 설치공사

·풀무원샘물 이동공장 사인물 제작설치

·KT&G 사인물 제작설치

·KGC 예본 사인물 제작설치 

·수안보 방송송신탑 경관조명 제작 및 설치공사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간판 및 제작설치

·통영 유람선터미널 간판정비

_Portfolio

간판*

포트폴리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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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진입로 안내표지판 정비

·옹달샘 시장 출입구 조형간판 설치공사

·충주체험관광센터 입구안내판 제작 및 설치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중원문화길 (목계나루) 안내판 제작 및 설치공사

·충주조동리지석묘 안내판 제작 및 설치

·내포긴들마을 안내판 제작 설치

·네스트웨딩홀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서울식품 안내판 제작 및 설치

_Portfolio

간판*

포트폴리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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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포트폴리오

·한국교통방송충북본부TBN 충북교통방송 

    게시판 및 비상대피도 제작 및 설치

·지현동 주민센터 종합안내 게시대 제작 및 설치

·충주시 월악산국립공원 하늘재 관광안내판 제작 및 설치

·충주시 통학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양수장 안내판 정비사업

·한국교통대학교 안내표지 정비공사 

·충청감영 문화재안내판 보수

·롯데주류 충주2공장 복주식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안전한

    체육시설 정보안내체계 만들기(충주시종합운동장)

·건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사인문 제작 및 설치

·충주시 청춘대로(관아골) 사인물 제작 및 설치

·가주농공단지 입주기업 안내현황판 보수공사

·음성군 삼성시장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충주시 관광안내판 정비 사업

·한국교통대학교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2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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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포트폴리오

·광혜저수지 수질 및 안전관리 IT 안내판 제조 구매 설치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서울식품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청주시 무심동서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게시판 제작 및 설치

·비내길 안내판 제작 및 설치공사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 제작 설치

·행정타운 비상대피안내도(85개소) 구매 및 설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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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내 사설안내표지판 연립형 개선사업 설치공사

·2013년 충주종합관광안내도 설치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판 제작설치

·가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안내판 제작설치

·충주첨단산업단지 기업종합안내판 설치공사

·상주 종합관광안내판설치공사

_Portfolio

안내판*

포트폴리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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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포트폴리오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사업 사과나무 이야기길 사인물 제작 설치

·중앙탑 촉각모형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고구려 수변데크길 안내입간판 설치공사

·충주씨 조형물(포토존) 제작설치

·중앙탑공원 관광콘텐츠 보강사업(포토존) 제작 및 설치

·비내섬 홍보 포토존 제작설치

·앙성 참한우마을 포토존 설치사업

·문성자연휴양림 행복숲 체험원 나무조형물 정비작업

·김해박물관 실감형 콘텐츠 체험 공간 모형 제작 설치

·보령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형물 제작 설치

·충주 평생학습관 홍보조형물 제작설치

·창원 용지호수공원 경관보완공사

·강남구 영동전통시장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제주 감귤 테마거리공간 조형물 제작 및 설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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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포트폴리오

·만남의 광장 갤러리 소녀 석상 제작설치

·청천시장 아치형 간판 조형물 설치공사

·지현천변 문자조형물 제작설치

·사과나무 입체조형물 제작설치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조형물(청동솟대) 제작 설치 공사

·청주시 성안길 랜드마크 설치공사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택견동상(신한승) 제작설치 

·호암지 및 탄금호변 문자조형물 설치공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조형물설치공사

·성주참외 홍보시설물(홍보관) 제작설치

·둔율 올갱이조형물 설치공사,부여 곤충조형물 설치공사

·청동기마상 제작설치, 속리산 용(청동)조형물 설치공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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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

포트폴리오

·KT&G 수안보수련관 내 G-Campus 사이니지 제작 설치

·충청·강원119 특수구조대 전시실 리모델링

·충주시 동화관 조성공사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화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체험관(곤충놀이터) 시설 제작설치

·충주체험관광센터 체험존 리모델링 공사

·괴산 버섯랜드전시물모형제작설치

·기후변화에너지환경교육센터 체험물 구매 설치

·울산대공원 곤충 디오라마 제작 및 설치

·시흥목감B6BL 홍보전시물(모형) 제작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신축)

    내부사인물 제작 및 설치 

·단양중 달의위상변화관측기 제작 및 설치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내부 전시시설 정비사업

·제주항공 AK프라자 홍보전시물 제작설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전시관 디자인 및 설치용역

·향토음식전시홍보관 안내시스템 제작 및 설치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디오라마 제작설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전시관 설치용역

·충북지방경찰청내‘교통안전체험교육장’교육시설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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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포트폴리오

·한국교통대 앞 그늘막 설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분산형 세종시 시범사업 스마트 음수부스 

   제조구매설치

·옥암베아체 문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지현동 도시재생 가로환경 리모델링 전시부스 제작설치

·탄금호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공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설치공사

·장기지하차도 피난연락갱문(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탑 설치

   내수초 교사동 천장 교체공사

·2017 충주세계무술축제 등용문 제작 및 설치

·김포공항 신동력동 자동출입문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호암공원 목교 설치공사

·2016 충주호수축제 등용문 설치공사

·엄정 면소재지 벽화조성 공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쉼터형 농산물 야외 판매장

·이동식 전시용탑 제작설치

·조정선수권대회 등용문 제작설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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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포트폴리오

·2019충주농산물축제 홍보·행사시설물(주관)

·2019충주농기계·자재박람회 홍보·행사시설물(주관)

·김동규 콘서트 홍보·행사시설물(주관)

·조수미 콘서트 홍보·행사시설물(주관)

·목계별신제 홍보·행사시설물(주관)

·우륵문화제 행사시설물(참여)

·전국지구력승마대회 사인시스템 대행(주관)

·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행사시설물(참여)

·충주호수축제 홍보·행사시설물(참여)

·2014대한민국레저페스티벌 공식대행사(주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인시스템(참여)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사인시스템(참여)

·제4회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사인시스템(주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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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개발*

포트폴리오

·C.I 디자인 개발 -  주식회사 로지온

·E.I 디자인 개발 -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B.I 디자인 개발 -  워터킹덤

·C.I 디자인 개발 -  파크하비오

·장수마을 브랜드 개발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내포긴들마을’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금봉산농원’이모티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 월악산송계양파

·브랜드디자인 개발 - 앙성탄산온천휴양축제

                                      ‘탄이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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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

포트폴리오

·교통약자이동수단콜예약통합시스템 PPT작성용역

·당뇨바이오치유벨트조성사업 PPT작성용역

·2015투자유치홍보계획서 PPT작성용역

    - 기업하기 좋은도시 충주

·2015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PPT작성용역

    - 젊음의 거리·관아골 지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015년도 특별지원사업계획서 PPT작성용역

    - 앙성 친환경 생태관광빌리지 조성사업

·충주시 정부3.0 PPT 작성용역

    -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충주만들기

·제천 계산관광지 검토보고서 PPT작성용역

    - 충주MBC

·금연 교육홍보 콘텐츠 및 PPT 자료제작용역

    - 한국건강증진재단

 충청북도 충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015년도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충청북도 충주시

지구명 : 젊음의거리·관아골 지구

‘15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2014. 10.

2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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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코트*

포트폴리오

소방시설5m이내 절대주정차금지 노면안내표시재 설치

·천안시 부성지

·평택시 고덕지구

·평택시 LH아파트

·평택시 비전동

·평택시 포승지구

·평택시 세교지구

·영동군

·평택시 서정리

·종로구

·영등포구

·삼성 SD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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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ortfolio

노란발자국*

포트폴리오

· 목포 북교초등학교

· 목포 중앙초등학교 

· 충주 칠금초등학교 

· 의정부 가능초등학교

· 의정부 동암초등학교

· 의정부 의순초등학교

· 구리 동인초등학교

· 구리초등학교

· 남양주 다산새봄초등학교

· 남양주 장현초등학교

· 남양주 천마초등학교

· 남양주 해밀초등학교

· 부천 동초등학교

· 부천 부흥초등학교

· 부천 신도초등학교

· 충주 용산초등학교

20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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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Client회사의 고객



Professional of
Design Group

종합디자인전문회사

Thank yo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