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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최선의 결정
부동산몰에 대해 소개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주식회사 부동산몰
이주호
•

사업분야

•
•
•

설립일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2001년 4월
•
•

TEL : 02-3288-7877
FAX : 0505-569-9109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3 썬테크빌딩 3층
www.bdsmall.co.k
•

•
•

주요사업실적

검색포털 부동산정보 회원사 및 매물관리 대행
검색광고, 지역광고 영업 및 관리업무
로컬업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관리 대행
부동산 중개업무솔루션 및 홈페이지 제작

•
•
•
•

네이버 부동산/로컬/CPC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 광고영업실적 1위
네이버, 카카오 로컬광고부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 운영실적 1위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섹션 운영업무 대행
15,000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SK그룹 통싞계열사 VoIP 업무 제휴
주요 금융권 및 언론사 부동산 컨텐츠 제공
한화그룹 부동산웹사이트 “한화리츠” 런칭

History

부동산몰은 회원사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서비스개발과 파트너 제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2008

2009~2017

2001.04 부동산몰 설립

2009.11 SK브로드밴드 VoIP 사업 제휴

2001.04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영업부문 제휴

2010.03 ㈜팍스넷모네타 영업대행 계약

2001.08 ㈜텐커뮤니티 영업부문 제휴

2010.05 NBP㈜네이버 부동산 업무대행 계약

2002.08 원룸임대 전문사이트 원룸모아 오픈

2011.09 NBP㈜네이버 지역정보 업무대행 계약

2002.09 부동산금융포탈 한화리츠 MOU 체결

2012.07 NBP㈜네이버 쿠폰 업무대행 계약

2002.10 네이버, MSN, 네띠앙 원룸임대 정보제공

2012.12 ㈜다음 부동산/검색광고 영업대행 계약

2003.02 ㈜다음분양몰 정보제공 계약

2013.07 ㈜다음 로컬/지도배너 영업대행 계약

2003.05 스포츠서울, 경향싞문원룸임대 정보제공

2013.12 매경닷컴부동산 영업대행 계약

2003.08 NATE 부동산 원룸임대 정보제공

2014.06 YAP 모바일 쿠폰,스탬프 영업대행 계약

2006.09 NHN㈜네이버 프리미엄 영업대행 계약

2016.06 KT estate 분양 온라인 마케팅 업무 제휴

2007.09 하나로텔레콤 VoIP 사업 제휴

2016.09 드론시티 항공촬영 업무 제휴

2008.03 SK텔링크VoIP 사업 제휴

2017.01 매경닷컴리얼타임 영업대행 계약

Vision

부동산몰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최대 규모의 회원수
전국 17,000 여 소상공인 고객님들이
부동산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동종 업계 최대 규
모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 마케터 (오프라인)
60여명의 지역 전문 마케터가 직접 고
객님을 찾아 뵙고 최적의 마케팅채널
과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통합 솔루션
17년의 노하우
지난 17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
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서비
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축적된 노하우
를 바탕으로 현재 음식점, 펜션 등 많은
소상공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 지역기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마케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Business
Area

국내 최고의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광고
검색포털
부동산

부동산몰

검색광고

웹빌더

분양

Marketing
Channel

최적의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마케팅 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광고

언롞홍보

NAVER, DAUM, 매일경제
부동산 매물 홍보

매일경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사 노출

검색광고

분양홍보

NAVER, DAUM
키워드 광고 (CPC)

NAVER, DAUM, 매일경제
부동산 분양 광고

지역광고

홈페이지 제작

NAVER, DAUM
지역 광고 (CPT)

홈페이지 포털, SNS 등
사이트 노출

동영상(항공촬영)

검색등록

NAVER, DAUM, YouTube
드론 항공촬영 동영상 노출

NAVER, DAUM
지도, 사이트 노출

Partner

주요 매체사의 공식 광고 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파트너 제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ontact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최선의 결정
부동산몰과 함께하세요.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93번지
썬테크빌딩3층

대중교통
·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m 직짂 후 버스 이용 구룡사사거리 하차
(서초18, 서초21, 강남10, 지선 4412)
· 2호선 역삼역 (6번출구)
50m 직짂 후 버스 이용 구룡사사거리 하차
(간선 463, 지선 4211)

㈜부동산몰 ｜ Tel.02-3288-7877 ｜ Fax. 0505-569-9109 ｜ E-mail. cs@bdsmall.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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