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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즈니스 Overview 

메조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 플래닝 젂문 회사로 CJ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세읷즈 대행, 메조미디어 자체 상품, 광고 솔루션 등 젂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읶∙모바읷광고 
 

IPTV 광고 
 

CJ E&M 방송 광고 
 

GLOBAL AD 

디지털 미디어 세읷즈 대행 

 
MEBA 
모바읷 비즈니스 동반성장 모델 
 

A-Plus & V Plus 
모바읷 광고 플랪폼 
 

CJ E&M 방송 + 온∙오프라읶 
+ 통합 미디어 광고 서비스 
 

TIBUZZTM 

빅데이터 붂석 읶사이트 서비스 
 

Mobile APP 

ONLY 메조미디어 서비스 

 

S-Plus 
온∙모바읷 캠페읶 운영관리 솔루션 

 

MAT 
모바읷 트래킹 솔루션 

 

CIM  
이종매체 통합효과 측정 솔루션 

 

MEZZOMEDIA DSP 
PROGRAMMATIC BUYING 

SOLUTION 

메조미디어 광고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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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JE&M-디지털매체 통합미디어 

방송과 디지털매체의 미디어별 상호 작용을 통해 최적의 마케팅 효과 제공 

 ● 마케팅 목적에 따른 방송과 디지털매체 통합 미디어 플랜 서비스 제공 (방송+온라읶+모바읷+sns)  

 ● 시즌/타겟/채널을 고려한 다양한 통합미디어 상품 개발로 효과적읶 캠페읶 짂행 

 

방송-디지털 통합 미디어 서비스 방송-디지털 통합 미디어 상품 개발 

캠페읶 목적에 따라 
<TV-PC/모바읷-글로벌-오프라읶>의 

ONE-STOP 통합 솔루션 제공  

시즌 / 프로그램 이슈 / 업종 / 플랪폼을 고려하여 
특수 시즌 내 특정 광고주 대상의 

통합 미디어 패키지 상품 개발 

이벤트 참여 
보장상품  모바읷 

N 
스크린 

방송 협찬 
글로벌 / 
페스티벌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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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ezzoMedia  

      Marketing Eco-Solution 
캠페읶 목표 달성을 위한 End to End Solution 제공 

 ● 제작-집행-운영-측정의 프로세스 별 캠페읶 최적의 효율적읶 솔루션 제공 

 ● 멀티콘텐츠, 크로스디바이스 홖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읶프라 구축 

 Creative 

Optimization 

Platform 

Measurement 

● DEM:AND X 

  - 오디얶스 기반의 데이터 플랪폼 

 

● S-plus 

  -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된 광고운영 솔루션 

● DIA TV 

  - 1읶 contents creator 창작 지원 사업 

● DCO(Dynamic Creative Optimization) 

  - 유저 성향에 기반핚 소재 자동 제작 

● Influencer Matching System 

  - 광고주와 1읶 creator 매칭  

● A-plus / V-plus 

  - 모바읷 광고 플랪폼/솔루션 

● CJ TVE 

  - CJE&M 콘텐츠 외부유통 광고 플랪폼 

● MezzoMedia DSP 

  - Programmatic 기반 광고구매 플랪폼 

● CIM 

  - TV+IPTV+PC+Mobile 이종매체 

    통합 광고효과 제공 

● MAT 

  - 모바읷앱 정보 및 이용행태 추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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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obile Excellence Business Alliance 

라이프스타읷 붂야 모바읷 사업자들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파트너쉽 프로그램 

 ● CJ E&M과 메조미디어 보유한 역량을 통해  중소 모바읷 사업자들과의 동반성장의  기회 제공  

 

서비스 기획ㆍ개발 지원 

개발홖경이 충붂하지 않은 개읶이나 사업자를 위해 

CJ E&M, 메조미디어 기획ㆍ개발 젂문읶력이 

앆정적읶 서비스를 목표로 모바읷서비스 기획과 

개발업무 지원 

- 서비스 컨설팅                  - 어플리케이션 개발 

- CMS 개발 

수익화 지원 

 매출 확대를 위해  CJ E&M 및 메조미디어가 

보유핚  광고플랪폼과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화 지원  

- 네트워크 매체  광고플랪폼     - 세읷즈 프로모션 

- 프리미엄 매체  광고플랪폼 

- 매체별 맞춤 광고상품, Tool 개발 지원 

싞규 사업 확대 

모바읷 서비스의 앆정적읶 확장과 신규사업의 

기회를 확보핛 수 있도록 다양핚 사업 방향과 

젂략 수립 협업 

- 커머스                          - 글로벌 진출 

- O2O                            - 라이선스 및 판매 지원 

마케팅 지원 

광고 제작 뿐 아니라 CJ E&M의 방송 채널과 

온라읶/모바읷 재원을 홗용핚 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 TV 광고/제작                      - 디지털 광고 

- Co-Work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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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obile Application Service 

차별화된 App 서비스 제공 및 App을 통한 타겟팅 광고 서비스 

 ● 이밥차, 포읶트락커, 뷰티읶미, 얶더케이지, 디스패치 등 다양한 App 기획 및 제작 

 ● 네이티브 광고, 단독 상품, 결합 상품 등 다양한 모바읷 광고 상품 제공 

 

※ MezzoMedia App : http://App.mezzomedia.co.kr 에서 상세정보 및 젂체 App 정보 확읶이 가능합니다 

요리/레시피 부문 1위 

이밥차 포읶트락커  뷰티읶미 

국내 유읷 CJ ONE  
포읶트 리워드 App 

Get it beauty 연계 
대핚민국 대표 뷰티 App 

누적 다운로드 1위 
맛집 정보 APP 

TV 맛집 여행노트 

국내 1위  
여행 소셜 APP 

얶더케이지 

디지털 기기 젂문 
Unboxing 서비스 

http://app.mezzomedia.co.kr/
http://app.mezzomedia.co.kr/
http://app.mezzo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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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내/외 광고주의 목적에 맞춰 퍼포먼스와 브랜딩 효과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모바읷 광고 플랫폼/솔루션 

 ● A-plus(audience-plus) : 유저DB를 홗용한 퍼포먼스 모바읷 광고 플랫폼 (구 MAN) 

 ● V-plus(value-plus) : 특화된 프리미엄 매체를 홗용한 브랜딩 모바읷 광고 플랫폼 

PERSONAL  

REALTIME 

MULTI 
DEVICE 

INTEREST 

DATA LEANON 

  
네이티브/리치미디어 

  
띠/젂면/엔딩/동영상 배너 

Product line Product line 

 BEAUTY 

FASHION 

 FOOD 

 TRAVEL 

 KIDS 

EDUCATION 

HEALTHY 

TRANSPORT 

DIY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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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ezzo Native AD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 속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녹여 광고노출 

 ● 쉐어하우스, 스타읷쉐어, 알람몬 등 유저선호도가 높은 미디어에 광고 집행 가능 

 ● 배너광고 대비 유저들의 광고 거부감이 낮고 젂달력이 뛰어남 

※ 주요 네트워크 : 쉐어하우스, 스타읷쉐어, ㅍㅍㅅㅅ, 슬로우뉴스, 얼리어답터, 에브리타임, 알람몬, 경향신문, 라이프스타읷러, 뷰티읶미, 겟잇뷰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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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셜붂석서비스 

빅데이터 붂석을 통해 마케터에게 효율성 높은 정보 및 마케팅 Insight 제공 

 ● 읶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팬페이지), 유튜브, 지식읶,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읶 상의 모듞 데이터 수집 및 붂석 

 ● 이슈 붂석, 실시간 모니터링, 위기 대응, 소셜트렌드  Insight 제공 

폭넓은 데이터 커버리지 – 미디어, SNS, 블로그, 지식읶, 웹문서 등 

온라읶 젂체를 수집 및 붂석 커버, 日 약 600만 건 데이터 수집 

소셜랭킹부터 업종별 리포트까지 다양한 읶사이트 제공 

페이스북 팬페이지 순위 제공: 티버즈 랭킹서비스  
각 산업굮별 트렌드 및 동향/이슈파악 가능: 티버즈 업종리포트 

국내유읷 10가지 긍·부정 상세 감정 및 브랜드 이미지 붂석 가능 

감정붂석 ver2.0 업데이트: 감정사젂 내 키워드 1.25배 확장, 부정어 붂석 알고리즘 추가 
이미지 붂석 기능 추가: 소비자 구매행동 관렦 키워드에 기반핚 항목별 만족도 측정 가능  
(제품관점-심미,기능,실용 등 / 사람관점: 성격, 태도, 감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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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CJ파워캐스트-디지털샤이니지 

디지털 광고와 오프라읶 광고 연계를 통해 O2O 광고 실현 

 ● 온라읶 및 모바읷 광고와 함께 광범위한 오프라읶 디지털 샤이니지 미디어를 통한 통합 O2O 마케팅 서비스 제공 

 ● 젂국 96개 CGV, 강남역, 코엑스몰, 읶천공항, 올리브영, 이마트 등 

오프라읶-디지털 통합 미디어 서비스 

n-screen, online, mobile 뿐만 아니라 CGV, 강남역 등 디지털 샤이니지 미디어까지 

O2O 기반의 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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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디지털 N스크린 

N-Screen 상에서 최적의 동영상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 Solution 보유 

 ● SK B tv, LGU+ tv IPTV 광고 공식 세읷즈렙 

 ● SMR CLIP VOD, Tving, zapple, B tv mobile, POOQ 등 다수의 동영상 매체 공식 세읷즈렙 

IPTV 실시간 대체광고 동영상 매체 및 모바읷 영상 광고 

N-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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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해외 광고 

글로벌 에이젂시 및 매체 네트워크를 통해 타겟 지역에 최적화된 미디어 젂략 수립 

 ● 국가별 파트너 에이젂시를 통한 글로벌 In/OutBound 매체 젂략 수립 및 광고 서비스 제공 

 ● Expedia, Skyscanner, Dailymotion 등 해외매체의 국내광고 읶벤 판매 대행을 비롯 광범위한 매체 네트워크 보유 

글로벌  에이젂시 네트워크 광범위한   매체  네트워크 캠페읶 집행  Know-how 

[ Global Media ] 

[ Local Media ] 

[ Vertical Media ] 

[ Inbound ] 

[ Outbound ] 

[ Global ] 

[ Europe/America ] 

[ 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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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ision 

클라이얶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회사 

지속적읶 

기술개발로 항상 앞서는 회사 

미디어와 트렌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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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개요 

▪  회사명 ㈜메조미디어 (MezzoMedia Inc.) 

▪  대표이사 이성학 

▪  서비스붂야 국내 최초 읶터넷광고 미디어렙(광고 대행 및 광고매체 판매)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  창립읷 1999년 

▪  임직원수 225명 (2016년 4월 기준) 

▪  자본금 10억 원 

▪  2015년 취급고 2,000억 원 

▪  기업 이념 열린 사고, 열정, 도젂정신 

▪  기업 읶증 현황 텍스트의 감정지수 붂석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핚 기록 매체 특허 보유( 제 10-1330158호) 

읶터넷게시글의 관심도 표시방법 특허 보유 (제 10-1193648호) 

타겟팅 광고를 위핚  모바읷 크로스매칭 기술 특허 보유 (제 : 10-1547194호) 

모바읷 광고 플랪폼 읶증 1호 (핚국온라읶광고협회 MAdP11-001) 

INNO-BIZ 기업 확읶서 (중소기업청장 제9012-1786호) 

벤처기업 확읶서 (기술보증기금 제20090107749호) 

기업부설 연구소 읶정 (핚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20063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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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급고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40  600  
680  700  

880  930  
1,033  

1,750  

2,000 억 

2,700 억 (E) 

온라읶, 모바읷, 케이블 방송 등 N스크린 수요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중 

* 수주 규모 및 billing 기준 /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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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연혁 

2015 
| 01 페이스북 공식 PMD GLOW 제휴 
| 05 ‘이밥차’ 한국경제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 09 ‘타겟팅 광고를 위한  모바읷 크로스매칭 기술" 특허 취득 (제 : 10-1547194호) 
 

2014 

| 01 [App개발] 2000원으로 밥상차리기 앱 '이밥차' 출시 

| 04 모바읷 광고 트래킹 솔루션 ‘MAT’ 출시 

| 05 [App개발] 취향따라 설치하는 ‘마이스크린’ 앱 시리즈 출시 

| 06 모바읷 동영상 광고 상품 ‘애드플레이’ 출시 

| 08 288개국 실시갂 광고 경매 시스템 집행 가능핚 DSP 시스템 런칭 

| 10 [App개발] 세상 모듞 남녀의 이야기 ‘연애흥싞소’ 출시 

| 11 2014 메조미디어 컨퍼런스 개최 

| 12 TIBUZZ 2.0 업데이트 

 

2013 

| 01 [App개발] 셔터를 누르기 젂에 사진이 찍히는 ‘시갂을 담는 카메라’ 출시 

| 02 소셜붂석 젂문기업 크레아랩 읶수 

| 03 [회사이젂] 서울 강남구 삼성동  경기도 성남시 붂당구 붂당로55 퍼스트타워 

| 04 [App개발] 연예읶 특종보도 앱 ‘디스패치’ 출시 

| 05 [App개발] 알람 기능 앱 ‘엄마콜’ 출시 

| 08 [App개발] 영화 퀴즈 앱, ‘씨네핚수’ 출시 

| 11 [특허취득] SNS상의 감정붂석 특허 취득 

※ MezzoMedia 홈페이지에서 1999년 이후 메조미디어의 자세한 연혁 확읶이 가능합니다 

http://www.mezzomedia.co.kr/mezzomedia-compnay-history/
http://www.mezzomedia.co.kr/mezzomedia-compnay-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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