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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MPANY 회사일반현황

회사개요

브랜드미션

회사연혁

인증및수상내역

클라이언트



Anniversary

2013년 영상에 대한 열정 하나로 시작된 보다미디어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아내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하여 쓸모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고객사들의 만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성장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10년, 더욱 성장하는 보다미디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미디어 대표



Welcome
To Media Business

회사명

대표

주요사업

설립일

사업자번호

직원수

주소

대표메일

홈페이지

보다미디어 BODAMEDIA

유민호, 황승현

홍보영상, 2D/3D그래픽, TV광고,

유튜브콘텐츠, 사업소개영상, 교육콘텐츠등

2013. 07. 29

504-30-96330

15명

대구광역시수성구용학로297-7 3층

theboda@bodamedia.co.kr

www.bod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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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ission

LOOK 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다’라는 행위를 통해 인지하고,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더해
‘보는 것’에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보다 더 좋은(Good)
보다 더 나은(Better)
보다 더 우수한(Best)

고객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영상을 추구합니다.

브랜드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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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대구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선정
⦁DIP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선정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ICT창업성장센터 입주 및 지원기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원주동부프로미농구단 영상 제작
⦁대구수목원 홍보영상 제작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홍보영상 제작
⦁제10회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영상제작 수행
⦁경산지식산업지구 홍보영상 제작

⦁DIP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입주(지원사업선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홍보영상 제작
⦁포스코 신년행사 영상제작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벤처캠퍼스 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업
⦁경북대학교병원 안과 히스토리 영상제작
⦁대구시 전기차선도도시 보고영상 제작
⦁대구도시철도 뉴 아이조아카드 모션그래픽 홍보영상

⦁대구시 수출기업 홍보영상 제작사업 수행기업 (한국무역협회 대구)
⦁대구시 수출기업 홍보플랫폼 유튜브채널 제작 (대구시 주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홍보영상＇

⦁대구시 수출기업 홍보영상 제작사업 수행기업 (한국무역협회 대구)
⦁대구시 수출기업 홍보플랫폼 유튜브채널 제작 (대구시 주관)
⦁삼성전자 ‘라이프 파인더‘ 홍보영상 (정식 협력업체 등록)

⦁포스코 안전기획실 교육영상 제작
⦁키즈라라 TVCF제작
⦁GS건설 자이TV 유튜브 및 홍보 콘텐츠 제작

Company Timeline

20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3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영상)
⦁대한적십자사 대상 (푸쉬업 러브업 영상)
⦁근로복지공단 최우수상 (산재보험 영상)
⦁대구광역시장상 (미소친절대구 영상)
⦁보건복지부 우수상 (결핵예방 영상)
⦁ Y-CON 박람회 (우수 창업사례 10개 업체 선정)

2014

2015

2016

2017

⦁제12회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영상제작 수행
⦁포스코 안전 홍보영상 제작
⦁엔씨소프트 B&S PV영상 제작
⦁경북대학교병원 홍보영상

2018

2019

2020

2021

2022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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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ertificate 인증및수상내역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

동영상 제작서비스
직접생산 증명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근로복지공단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우수상

독립기념관
동상

서울지방보훈처장
금상

01. COMPANY 회사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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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lient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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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ERVICE 서비스현황

서비스현황



보다미디어는 수출바우처 및 혁신바우처 공식수행기관으로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며 참여업체들의 수출과 성장을 위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또한 관공서의 정책과 유익한 정보들을 다수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수출바우처
공식수행기관

혁신바우처
공식수행기관

관공서
콘텐츠제작

Company Service 서비스현황

02. SERVICE 서비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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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기관, 기업, 제품 등의 홍보를 위한 영상으로 정보전달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비전을 보여주며 브랜드이미지 어필.

Company Service 서비스현황

02. SERVICE 서비스현황

스팟영상
TV, 전광판에 송출하는 광고로 공연, 박람회, 제품 등

30초 내외 분량으로 촬영 및 CG를 활용해 제작하는 방식.

모션그래픽
서비스개념, 사업성과보고 등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모션 인포그래픽 방식.

방송제작
기업, 문화, 체육, 의료, 역사, 경제, SNS 등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물 VCR 제작.

유튜브콘텐츠
토크쇼, 체험예능, 제품리뷰,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포맷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이러닝콘텐츠
K-MOOC 등

대학, 기관, 기업의 교육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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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포트폴리오



포스코에너지 홍보영상파트론 홍보영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홍보영상 메이미 홍보영상

기관, 기업, 제품 등의 홍보를 위한

영상으로 정보전달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비전을 보여주며

브랜드이미지 어필.

홍보영상
B r a n d  F i l m .

03. PORTFOLIO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바로가기:

www.bodamedia.co.kr/brandfil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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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웰 TVCF키즈라라 TVCF

엔씨소프트 미디어행사 스팟 대구광역시 캠페인

스팟영상
S p o t V i d e o .

03. PORTFOLIO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바로가기:

www.bodamedia.co.kr/spot

TV, 전광판에 송출하는 광고로

공연, 박람회, 제품 등의 분야를

30초 내외 분량으로 촬영 및 CG를

활용해 제작하는 방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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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임형제인터내셔널

포스코 더샵 퓨리즘

모션그래픽
M o t i o n  g r a p h i c s .

03. PORTFOLIO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바로가기:

www.bodamedia.co.kr/spot

서비스개념, 사업성과보고 등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모션 인포그래픽 방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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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클라스백투더 컬쳐

취업 Cheer Up 친절한 달구봇

방송제작
B r o a d c a s t .

03. PORTFOLIO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user-

zz3pt8tq1b/featured

KBS VCR외주제작

기업, 문화, 체육, 의료, 역사, 경제, SNS 등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물 제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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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뮤비키즈라라

DG Trade TV 바이럴영상 나름성공 채널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콘텐츠
Yo u T u b e .

03. PORTFOLIO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user-

zz3pt8tq1b/featured

어린이직업체험관 키즈라라 유튜브 제작

‘나름성공’ 채널 운영 및 제작

‘DG Trade TV’ 채널

- 2020 / 2021 대구시수출기업 홍보플랫폼 영상제작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배움이락’ 채널

- 프로그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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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러닝콘텐츠
E - L e a r n i n g .

03. PORTFOLIO 포트폴리오

K-MOOC 및 각종 교육영상제작

- 전국 대학 100개 이상 과목 제작

- 기관 및 대학, 일반강의 제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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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PD/대표

010-9302-8990

대표번호

BODA MEDIA 

theboda@bodamedia.co.kr

l 제작견적 문의

l 포트폴리오 요청

l 오프라인 미팅요청

l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24시간내 답변

황승현 PD/대표

010-686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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