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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Are

We do  

Digital  

Marketing  
Service

법인명

설립년월

대표이사

연 매출

직원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606호

㈜프로그레스미디어

2009년 1월

구 동 엽

약 600억원 이상

약 50명

사업자 번호 113-86-27124

사업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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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09 2010 2011 2012

2009.01

㈜프로그레스미디어 법인 설립

2009.04

최단기 OVERTURE 대행사 선정

2009.07

최단기 NHN 공식 대행사 선정

2009.04

NHN 지식쇼핑 공식 대행사 선정

2010.07

OVERTURE 최고 등급 대행사

(CA) 선정

2010.11

티켓 몬스터, 위메이크 프라이스

공식 대행사 선정

2011.04

㈜뉴미디어아이엠씨 자회사 설립

오프라인 광고 영역 확대

2012.03

구글 유튜브파트너쉽 프리미엄

대행사 선정

2012.03

㈜카카오 최초 공식 대행사 선정

2012.12

SK플래닛 병의원 캐시백 플랫폼

제휴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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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3 2014 2016 2017

2013.02

APT 관리비 고지서 신규 플랫폼

제휴사 선정

2013.07

SK플래닛 SK T-MAP 신규 플랫폼

제휴사 선정

2013.08

LG CNS 고지서, SK스마트고지서

신규 플랫폼 제휴사 선정

2014.11

㈜카카오 대행사 매출액 1위

2014.11

아프리카 BJ 신규 플랫폼 매체 세팅

2016.10

넥센 타이어 렌탈 공식 제휴 영업

2016.10

동부화재, 유니클로 공식 대행사 선정

2017.04

롯데렌트카 공식 제휴 영업

(렌탈 사업부 확장)

2017.05

다음 카카오 성과형 광고 공식 대행사

매출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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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20 2022

2020.01

글로벌 라이브 커머스 대행 서비스 런칭

2022.07

위대한 상상(요기요) 영업 대행 업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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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3.03

당근마켓 영업 공식대행사 선정

2023.03

이베이(g마켓,옥션) 영업 공식대행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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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매출추이

네이버 검색광고 성과형 DA

2022.07 2,255,397,727 181,022,917

2022.08 2,819,665,257 365,391,095

2022.09 2,609,194,337 545,603,404

2022.10 2,980,485,837 524,894,353

2022.11 2,991,412,450 520,643,995

2022.12 3,109,007,795 536,743,897

2023.01 3,238,994,740 610,122,019

- 2010년부터꾸준한성장을한대행사이며, 최근월별데이터로도성장폭이큰
아웃바운드영업기반의광고대행사입니다. 

- 오버추어최단기공식대행사선정
- 티몬, 위메프, 그루폰소셜커머스공식대행사선정
- 카카오플러스친구최초공식대행사선정
- 다음카카오성과형광고매출 1위달성
- 위대한상상(요기요) 업무대행계약체결
- 당근마켓 / 이베이(g마켓,옥션) 공식대행사선정

- 최근성장데이터



2012 NHN 최단기 공식 대행사
2016 KAKAO 최초 공식 대행사
2017 B2B 전략 영업 파트 확장

프로그레스미디어만의 강점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광고 시장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며 성공을 향해
[Progress: 전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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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Area

옥외광고

뉴미디어

지면광고

온라인 마케팅

카카오

오프라인 마케팅

지하철광고

프로그레스미디어는 온 〮 오프라인 종합 마케팅 대행사로

검색광고, 바이럴, SNS, 모바일, 영상광고 등

온라인 광고는 물론 지하철, 버스 등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관리 〮 대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툴을 개발 및 발굴하여

다양한 매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광고 (SA광고)

바이럴마케팅 영상광고

SEO 최적화 배너 (DA광고)

APP 마케팅 언론커뮤니케이션마케팅

SNS 스폰서 SNS 운영

라이브커머스 MCN

영상기획,  제작

지면촬영 모델섭외

인플루언서마케팅

SNS 컨텐츠제작

크리에이터마케팅

버스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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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광고 대행사



We’re
Making  

Progress

IMC Marketing

+

소비자의 삶에 더 깊이 스며드는

네이티브 광고

인터넷이실제구매결정단계에서가지는

영향력은이미 TV 등기존매체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온라인광고는물론

오프라인광고영역도놓치지않고

O2O시장을사로잡아야합니다.

프로그레스미디어는

단순한노출이아닌단시간에브랜드이미지

확립과잠재적소비자를이끌어낼수있는
최적화된온 / 오프라인전략을제시합니다.

스마트시대에들어서면서새로운매체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있습니다.

뉴미디어를통해언제어디서나어떤기기를

통해서도소비자와접근할수있으며, 

콘텐츠에대한이용자의자유로운피드백을

허용하여높은상호작용성을갖습니다.

프로그레스미디어는매일같이생겨나는

뉴미디어들속에서뒤처지지않고
시장트렌드를이끄는광고를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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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오프라인광고 뉴미디어광고

온 / 오프라인광고에서뉴미디어광고영역까지통합적인 IMC 전략을통해

광고효율의시너지효과를발휘합니다.

1회성에그치지않는광고로소비자의시선을사로잡아야합니다.

이제브랜드맞춤전략은당연합니다.



프로그레스미디어는 실력으로 검증된

최고의 마케터들이 업종별로

전문 AE로 배정되어 최적의 광고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Organization
전략기획사업부

-온·오프라인통합광고기획

-실시간광고관리및컨설팅

-캠페인모니터링및

결과데이터분석

-제휴매체개발및운용

-캠페인기획제안

디자인지원팀

- SNS콘텐츠제작

-캠페인배너디자인

뉴미디어사업부

-크리에이티브마케팅전략수립

-컨텐츠기획제작

- TVC / Brand Film / Viral Film / Print / MCN

- Social / Viral 기획운영

-셀럽마케팅

- IMC 통합제안

디지털마케팅사업부

-신규광고주발굴

-광고주맞춤전략컨설팅

-광고주 / 협력사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

-법무, 회계및인사관리

-사무실경영지원

이커머스 사업부

-자사몰운영대행

-제품위탁판매대행

-복지몰, 오프라인판매대행

-제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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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가 집단



조직도

Organization

영업지원팀

CEO

기획 본부 뉴미디어 영업 본부
ROAS-UP 

본부
경영지원

본부

전략기획팀 서울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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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팀 ROAS-UP 관리팀퍼포먼스 센터 경영지원팀



PRO’s Knowhow

열정으로 가득찬 각 분야의 광고 전문가들이

모여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000여 브랜드와의 프로젝트 경험

브랜드 전담 TF팀 구성

온/오프라인 통합 IMC마케팅 진행 가능

빠른 업무 제휴를 통해 신규 매체 영역 커버 가능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가져오는 마케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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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Process

STEP 1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타겟분석

STEP 2

전담 인력 구성

STEP 3

기획및
매체 전략 수립

STEP 4

매체별
캠페인 진행

STEP 5

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 제공

5 STEP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석 및 타겟 분석,

전담 인력 구성, 기획 및 매체 전략 수립, 

매체별 캠페인 진행, 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 제공) 

프로세스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경쟁사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 수립의 첫걸음

• 포지셔닝을 위한
타겟 분석

• 라이프 특성, 소비자
시장 분석에 따른
매체 믹스안 수립

• 개별 브랜드 캠페인
진행에 대한 PM, AE, AM
실행 및 관리 전담팀 편성

• 실시간 데이터 분석,
변화의 인이트 추출로
명확한 성과 측정 제공

• 매체별 전략에 맞춰
캠페인 최적화 진행

14

프로그레스만의

차별화된 프로세스



Partners
주요포털 보유!

10 !

보유클라이언트

3,600개
연간광고의뢰건수

5,121이상
10년간누적광고취급액

누적매출4,000억이상

국내외 '주요 매체 공식파트너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레스미디어

프로그레스미디어는 다양한 매체와 최적의 상품으로
최고의 결과를 자부합니다.

검색1위네이버공식대행사 카카오공식대행사 이베이(g마켓,옥션) 공식대행사

15

주요 파트너사

당근마켓공식대행사



Client

프로그레스미디어와함께한 client

프로그레스미디어는초심을잃지않고

고객과의약속을 소중하게생각하며

고객의발전을위해

진심으로노력하는파트너기업입니다.

기관

금융

기업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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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Client
패션

교육

병원

결혼
&

여행

프로그레스미디어와함께한 client

프로그레스미디어는초심을잃지않고

고객과의약속을 소중하게생각하며

고객의발전을위해

진심으로노력하는파트너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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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 Business

프로그레스미디어만의강점으로

다양한업무제휴필요시 빠른업무추진이가능합니다.

공식 영업점 2곳 선정 (프로그레스미디어 성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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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 Business

국내 ERP 보급률 1위

시장점유율 90%

㈜카카오톡 최초 공식 대행사 선정
프로그레스미디어만의강점으로

다양한업무제휴필요시 빠른업무추진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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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라이브 커머스 Special Benefit

- 한국, 중국, 일본으로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동시 송출

- 한국, 중국, 일본 출신 전속 인플루언서 / 모델 섭외 및 진행 가능

- 전문 촬영팀 및 방송장비, 소품, 스튜디오 활용

- 국내 최대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보유

- 현장 LIVE, 스튜디오 LIVE, 창고털기 LIVE 모두 진행

- 퍼포먼스 IMC 마케팅 연계로 방송 트래픽, 브랜딩, 매출 UP

Liv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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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라이브 커머스 인프라 활용

스튜디오 (국내) 스튜디오 (해외) 물류센터 (국내, 해외)

• 등촌 스튜디오
상품 갤러리 스튜디오
카테고리별 스튜디오

• 상암 스튜디오
라이브 전문 스튜디오
편집실

•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진행

• 상하이
SUNLAND 백화점 內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 항저우
절강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운영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진행

• 일산 동구
물류센터 보유

• 항저우
절강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GDC 물류센터, 검역, 통관 대행 및
물류 배송 서비스 제공

Liv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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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이플래쉬

E:FLASH

브랜딩 및 매출 증대 목적

퍼포먼스 마케팅 진행

- 스페셜 DA, 캐시워크, 네이버 SA, 

네이버 DA,  브랜드검색광고 진행

- 이병헌 모델 진행

- 웹사이트 일 유입 수 3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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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닥터퓨리

Dr. Puri

전반적인 온라인 광고 담당 및

온라인 IMC 통합 마케팅 진행

- 강아랑 모델 사용으로 kf94 마스크 브랜딩 홍보 진행

- 모델 섭외부터 촬영까지 전반적 미디어 관여

- 온라인 광고 입찰 pt 진행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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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나인

LUXNINE 

목표 ROAS 달성을 위한

IMC 통합관리 퍼포먼스 마케팅 진행

- 네이버 SA, 다음 SA, 구글, SNS, 네이버 모바일 배너,

바이럴, 유튜브 PPL 등 IMC 통합 광고 관리 진행

- AI 정밀 타겟을 통한 배너 광고 진행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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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 Organization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CBYOUTH

SNS 채널 운영 대행 진행

- SNS 채널 운영 대행 2년간 계약 진행

- 페이스북 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보드 형태 카드 뉴스 업로드

-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 진행으로 페이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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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 입주신청 홍보 목적

유튜브 영상 광고 진행

- 유튜브 트루뷰, 범퍼 AD 광고 집행

- Trueview: 5초뒤 SKIP활성화되며, 

30초이상 시청시에만 과금

(영상을 모두 시청시에 과금되어 비용대비 효과적)

Institution / Organization

노출수
1,237,414

클릭수
2,095

클릭율
0.17%

- Bumper AD: SKIP없이 영상 노출되며 노출시 과금

(6초영상으로 적은비용으로도 많은 노출로

브랜드홍보에 효과적)



Institution / Organization

남양주 도시공사

NCUC

카카오톡 채널 운영 대행 및 메시지 발송

- 감성테마놀톡 / 남양주 어린이 비전센터

2개 채널 운영대행

- 카카오톡채널 (구 플러스친구)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 발송 운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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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 Organization

농협중앙회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유튜브 / SNS 영상 + DA 광고 집행

- 도농상생(도시에는 농촌의 여유를, 농촌에는

도시의 활력을)의 주제로 영상 + DA 광고 집행

- SNS 및 유튜브 영상 광고 진행

- 카카오모먼트 DA 광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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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 Care

바록스

BAROX

약 1년간 네이버 및 카카오 지속 광고를

진행하며 프로모션 활용 추가 매체 진행

- 류현진 크림으로 DA광고 및 SA광고 총괄 진행

- ROAS 최대 520% 상승

- 카카오모먼트 친구를 늘리기를 통해

친구 수 약 6,000명 증가 (친구 당 비용 약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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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찜카

Zzimcar

- 제주도 렌터카 가격 비교 플랫폼 온라인 홍보

- 플랫폼 초기 단계부터 온라인 광고 기획 및 컨설팅 진행

-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전국 및 해외 확산

- SA 광고 위주 집중 광고 진행

온라인 광고 기획 및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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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어니스트펀드

Honest Fund

- 대출, 투자 DB 수집을 위한 광고 진행

- 네이버 / 구글 등 목표 DB 단가 및 DB 확보를 위한 광고 진행

대출 / 투자 DB 수집 목적 IMC 통합 마케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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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넥센 타이어 렌탈

NEXT LEVEL

공식 영업 대행으로 DB수집 후 made 진행

- SNS, 카카오, 네이버, 바이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DB수집

- DB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 광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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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모아저축은행

MOASB

대출 DB 수집을 위한 브랜딩 IMC 통합 광고 집행

- 브랜드성 키워드 DB 유입 전환을

높이기 위한 브랜딩 광고 진행

- 직접적인 DB 수집 위한 전환을 목표로 한 광고 진행

- 자사 사이트 기획 및 디자인

- 키워드 광고, 바이럴 광고, SNS 광고, 영상 광고 등

DB 수집을 위한 매체 활용

- SNS 채널 내 이벤트 진행 당첨자 취합 및 경품 발송 외

목표 비용률
12% -> 8%

4% 하락

DB단가
90,000원 -> 10,000원

약 9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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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가입 고객 유치를 위한 매체 진행

- 기존 매체들이 아닌

실제로 효율이 있는 매체사 직접 제휴

DB

웰컴저축은행

Welcome Bank

신규고객 적금 가입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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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 SNS / 카카오톡 채널 운영 대행

DB

고려저축은행

Goryo Saving Bank

신규고객 적금 가입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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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이상투자그룹

lsinvest

주식 DB수집 목적 CPA 진행

- DB수집 목적 CPA 계약 진행 운영

- 네이버 SA 주력 진행

- DB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레스 미디어 내 사이트

제작 및 직접 운영

- 사이트 기획 및 제작 (디자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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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홍보, 여행, 관광 방문객 모집 및 회원권 유치

Brand

켄싱턴 호텔 & 리조트

Kensington

브랜드 홍보 목적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및

브랜드 광고 집행



Medical

다이즐 한의원

DAIZUL

병 〮 의원 업종 진행 가능 매체 선별 및

브랜딩 진행

- GFA 및 카카오모먼트 활용

- 카카오 비즈니스폼 / SNS 활용을 통해

간편한 설문형식으로 DB 인입 유도 광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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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gency

참좋은여행

Very Good Travel

카카오톡 채널 친구 모으기 광고 진행

- 카카오톡 채널 (구 플러스친구) 활성화를

위한 광고 집행

- 카카오모먼트 DA광고 진행

- 친구 모집 단가 최적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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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투믹스

TOOMICS

웹툰 구독자 모집 목적 퍼포먼스 마케팅 진행

- 네이버 GFA, 카카오모먼트 등 메이저급 매체 진행

- 카페, 커뮤니티, 앱 등 다양한 매체와 제휴마케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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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슬라이드 - CPQ

<로한M공성전> 업데이트 홍보 목적

CPA 광고 진행

- 초성퀴즈 이벤트를 통해 실시간 검색어 TOP10 진입

- <로한M공성전> CPA 진행 전후 조회수

(PC240 / M540 ↔ PC102,000 / M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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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한세엠케이 (LPGA)

HASAEMK

브랜드 홍보를 위한 IMC 통합 마케팅 진행

- 브랜딩 영상 광고 진행

- SNS, 유튜브 등의 영상 노출 매체 진행

- DA광고 진행

- 바이럴 광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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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커버낫

COVERNAT

- SNS, 카카오모먼트, 구글애드워즈 등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매체 진행

- 담당자와 함께 이벤트 기획 및 배너 제작하여

광고 노출

- 특정 이벤트 진행 시 ROAS 3,000% 이상 달성,  

평균 ROAS 1,300% 이상

브랜드 홍보를 위한 IMC 통합 마케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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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ture

아로미가구

AROMI

라이브커머스 활용 모바일 홈쇼핑 방송 진행

- 네이버쇼핑라이브 모바일 홈쇼핑 방송 진행

- 매출 4천만 원 이상 달성

- ROAS 1,200% 이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찜 약 300명 증가

45



Pet Appliances

붐펫

vuumpet

라이브커머스 활용 모바일 홈쇼핑 방송 진행

- 네이버쇼핑라이브 & 네이버 브랜드데이 방송 진행

- 매출 2억 2천만 원 이상 달성

- ROAS 10,000% 이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찜 약 1,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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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라라츄

LALA CHU

- 신제품 헤어쿠션 바이럴 집행 관련하여

유튜브 인플루언서 섭외 후 방송 촬영 진행

인플루언서 활용 신제품 광고 방송 촬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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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광천김

Kwang Cheon Kim 

라이브커머스 활용 모바일 홈쇼핑 방송 진행

- 네이버쇼핑라이브 방송 진행 (월 2회 고정)

- 아크로스 ADN 매체사를 통해 리텐션율 60% 달성

- ROAS 4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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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PC 삼립

SPC SAMLIP

라이브커머스 활용 모바일 홈쇼핑 방송 진행

- 네이버쇼핑라이브 방송 진행

- 프로그레스미디어 광고 담당자 방송 직접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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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스무디 / 시호스무디

다이어트, 클렌징 제품 IMC 통합 마케팅 진

행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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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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