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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MNET

Grow One, Grow With

세상과함께동반성장하는

BMNET이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BMNET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초로 마케팅, 컨설팅, 유지보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비즈니스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2017 - 2019

- 11번가 11easy에디터 저작권 등록

- 스마트 콘텐츠 디자인 편집기 DASH 저작권 등록

- KEB하나은행 WEB개발참여

- SK 11번가 상세페이지솔루션 납품

- 한국관광공사 컨텐츠 개발 참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럴 홍보 참여

- 여성가족부 SNS홍보 참여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마케팅 참여

- KOREA 바이럴마케팅 정회원

- 강원대학교병원 심혈관질환센터,암센타외 Web 솔루션 다수개발

- 실시간 상세페이지편집기 솔루션 Ver.2.0.0 개발완료

- 산업통산부 R&D 특화육성사업체 선정

- 상세페이지,SNS컨텐츠 편집기DASH ver3.0 개발

- 평창군,양평군,강원도청(투어강원) 홍보마케팅 대행

(위쳇,웨이보,동영상) 중화권홍보

Company HISTORY



2020 - 2021

- 가평군 스마트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용역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역주력사업 연구개발기업 선정

- 강원도 해양레저관광지수 예측시스템 개발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20년 ICT디지털 기업 연구개발 선정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ICT인의 날 진흥원장상 수여

-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 시스템 특허 출원

- 해양레저 앱 '오늘해' 구글플레이스토어 오픈

- 메타버스를 활용한 강원도 관광 플랫폼 구축

- 2021년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소기업육성바이럴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2022 -2023

- 강원도농업기술원 시설과채류 결로모니터링 시스템 납품

- 강원도 경제진흥원 지역혁신 프로젝트 수행

-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선정

-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Company HISTORY



트렌디한 마케팅 전략

- 마케팅, 컨설팅, 유지보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인 관리

-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맞춘 마케팅

전략 수립

04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 E-Business 개발

- ICT 기반 플랫폼, 관광정보 및 스케줄러, 

서비스 플랫폼 여행 PASS 개발

03

통합적인 사업관리

- 철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서비스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 탁월한 기술력을 활용하는 끊임없는

진화

02

체계적인 인력구성

-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업계 최고

인재 보유

01

핵심가치

BMNET's VALUE

KIB



WHAT WE DO

고객과함께성장해온 BMNET는관공서, 대기업, 금융권, 협회, 엔터테인먼드, 쇼핑몰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

고객을확보하여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마케팅전문기업입니다.

사업영역

LIVE AD

블로그광고, SNS마케팅광고,

검색광고, 네이버플레이스광고

온라인마케팅

엘리베이터광고

기획, 제작, 송출

TOWNBOARD

홈페이지, 쇼핑몰, 상세페이지,

모바일전용사이트제작

웹사이트제작

KT 공식광고대행

IPTV 광고기획, 제작, 송출

해양레저관광지수및기상관측

시스템 ‘오늘해’개발

앱개발 (오늘해)



TOWNBOARD

입주민/ 지역사회와의 소통, 정보 습득의 유익한 공간으로 변화시켜주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영상
광고제작, 송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제외약50%의구좌가입주민을위한유익컨텐츠

공익

캠페인

아파트

공지사항

입주민

생활정보

지역

공공정보

입주민

혜택정보

뉴스, 시간, 날씨

정보

일반

생활정보

브랜드

광고



LIVE AD

국내 1위 커버리지의 olleh TV LiveAD 광고 영상 제작, 송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정교한 타게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리포트 기능을 포함, 로컬광고 최고의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olleh TV 광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

홍보 영상 원스톱 제작

종류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공통사항
• 광고 제작 템플릿 제공
• 고화질 촬영 및 편집
• 전문 성우 및음향 서비스

패키지별추가사항 • 편집 효과 추가
• 광고 전문가 시나리오/컨셉 기획
• 광고 특수 장비 사용 (조명 등)
• 스튜디오 촬영 등고급 옵션 추가

◆프로그램과프로그램사이광고시간에노출

방송사프로그램
(드라마/예능등)

방송사프로그램
(드라마/예능등)

kt Live Ad 송출
(2분, 최대 8개광고노출)

◆프리미엄 30개채널포함,총 93개채널에광고송출
*7개이상특정채널선택가능



포트폴리오 - 엘리베이터광고 송출

PORTFOLIO

MS홀딩스우동착어플

백채김치찌개



MS리테일우동착 APP

쉐보레

그린보드

마켓비

구봉농원

오늘해

포트폴리오 - IPTV 광고제작및송출

PORTFOLIO

https://youtu.be/ihJsIFHVU7M
https://youtu.be/ihJsIFHVU7M
https://youtu.be/Kl9qUNL_4sc
https://youtu.be/Kl9qUNL_4sc
https://youtu.be/abUmmCoIR70
https://youtu.be/abUmmCoIR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SNS 제작및관리 한국관광공사SNS 제작및관리

[인테리어]  KHAUS 블로그관리 [유치원] 예초유치원블로그관리

[학원] 서울에듀학원블로그관리

[합성목재] 백향우드블로그관리

포트폴리오 - 온라인마케팅

PORTFOLIO



강원대학교링크사업단메이커스페이스홍보물제작 횡성군공공형실내놀이터조성사업홍보카드뉴스

포트폴리오 - 온라인마케팅

PORTFOLIO



강원대학교교육혁신원교육성과
관리센터리플렛제작

강원도관광올림픽투어강원앱
홍보마케팅

전주시글로벌 MICE 관광객및 FIT 유치증대를위한
여행상품운영대행및온라인홍보마케팅운영대행

포트폴리오 - 온라인마케팅

PORTFOLIO



비엠넷

<오늘해>

가평군관광용역

<GAJA PASS>

강원도농업기술원결로모니터링시스템

<K-DEW>

포트폴리오 - APP 제작

PORTFOLIO



포트폴리오 - 연구개발

강원도해양레저관광지수및예측시스템

BMNET은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주력산업 육성 R&D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강원도 해양레저관광지수 및 예측시스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해양레저관광지수 및 예측시스템 개발을 완성해 PC버전 표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2년 모바일 버전의 솔루션 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강원도 해양레저관광지수 및 예측시스템 ‘ 오늘해 '는 파고, 파향, 파주기, 풍향, 풍

속, 기온, 수온, 조위, 너울 등의 기상변수 예측과 해양 레저 스포츠(서핑, 스쿠버다이

빙, 낚시)를 결합하여 해양레저지수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ORTFOLIO



포트폴리오 - 웹사이트제작

PORTFOLIO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강원도농업기술원시설과채류
결로모니터링시스템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춘천시민축구단 슬기로운재활병원 보라매새이나치과



에프파워 홍씨환 Situational English for nurses

대한환경건설 정선잣호두과자 봄시내요양원

포트폴리오 - 웹사이트제작

PORTFOLI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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