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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No.1 온라인 리서치 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
국내 No.1 온라인 리서치 기업의 토대가 되는 대규모 조사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와 소통하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게 뛰어난 품질의 조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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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 경영의 문제점
경영자의 직관과 과거 데이터에 의존해 잘못된 의사결정

Chapter 01ⅠPrologue

데이터 경영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입체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의사 결정

1. 마케팅 리서치(Marketing Research)란?  
 마케팅 활동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

마케팅 
효율성 증대

고객 만족도 
극대화

수익 
극대화

마케팅 리서치 중요성 마케팅 리서치 사례

신제품 출시조사

시청률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광고 효과 조사 

사회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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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07 2018

2. 리서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오프라인-온라인-빅데이터로 이어지는 리서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리서치 산업 패러다임 변화

단위: 십억 달러글로벌 리서치 시장

리서치 시장  
CAGR

 (’07~’18)

4.3%

온라인  
CAGR

 (’07~’18)

12.3%

52,708

191,232

2007

62

235

386,526

2013

159,365

504,657 605,568

2013

318

85

251

223

단위: 억 원 국내 리서치 시장

리서치 시장  
CAGR

 (’07~’18)

5.6%

온라인  
CAGR

 (’07~’18)

12.4%
▒ 온라인  

▒ 오프라인 등    

▒ 온라인  

▒ 오프라인 등    

1세대 2세대 3세대 

오프라인 리서치
온라인 리서치

•�소비자 대상 시장 조사의   
인식 강화

•�마케팅 리서치 시장  
성장 본격화 

•�IT기술 발전과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른  
온라인 리서치 출현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 리서치  
시장 성장 본격화

•�빅데이터, AI, 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기존 마케팅 리서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비자 관련 정보에 대한  
시장의 요구

온라인 리서치 + 빅데이터

출처: ESOMAR(유럽마케팅리서치협회), KORA(한국조사협회) 현황 조사

Chapter 01Ⅰ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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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porate Identity 
 국내 최대인 130만+ 조사패널 기반의 No.1 온라인 리서치 기업 
 →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이 모두 가능한 No.1 패널빅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No.1 온라인 리서치

No.1 조사패널

No.1 패널빅데이터®

국내 최다 고객사 보유 및
 국내 최다 프로젝트 수행

매출 CAGR 17%
(최근 3개년 실적 기준)

IT 기술 기반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최적화 솔루션 보유

국내 최대 130만+ 조사패널 기반의  
마케팅 리서치 인프라 구축

국내 유일 패널빅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진출

연간 900+ 고객사 및 4,500건+ 프로젝트 수행

동종업계 최고의 성장성

Chapter 01Ⅰ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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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기업,정부/공공기관,학교 등 클라이언트의 의뢰로 국내 최대 조사패널의  
 조사 응답 및 분석 결과를 제공

Chapter 02ⅠCompany Overview

마케팅 리서치 
서비스 제공 조사 응답

Service Fee Reward

조사 의뢰 조사 참여 요청 130만+
조사패널

연간 900+
클라이언트

마케팅 리서치 프로세스

데이터정리/ 
통계테이블 작성

조사방법 및
설문 문항 확정

조사결과 
제공

보고서 작성조사 상담 조사진행 및  
응답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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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조사 패널을 활용하여 경쟁사 대비  
정교하고 신속한 응답자 타겟팅이 가능

•�조사방법: 집단심층면접(FGD), 심층면접(IDI),  
CAPI, CATI, 갱서베이, 클리닉 테스트 등

오프라인 리서치 

•�국내 최대 조사 패널 (130만 명+)

•�자체 개발 온라인 리서치 솔루션

온라인 리서치 

2. 사업 구성 
 국내 No.1 온라인 리서치와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오프라인 리서치 이외에 패널빅데이터와 컨텐츠 비즈니스 등

55%

0.2%

44.8%

패널빅데이터® 등

•�패널빅데이터® 

•�데스크리서치

•�리서치 컨텐츠       

(FY20,3Q 누적 실적 기준)

Chapter 02Ⅰ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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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54

’15.01

105

’05.01

20

’20.01

131

3. 조사패널 인프라 
 조사패널 구축 및 관리 전담 조직 운영, 타사대비 압도적인 투자로 국내 최대, 최고의 조사패널 운영

조사패널 수 증가 추이

조사패널이란?
사전에 조사참여 의사를 밝히고,  
조사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 조사응답자 집단

조사패널 vs 온라인회원
온라인회원은 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조사패널과는 차이가 있음 
 회원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온라인 조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음

단위: 만 명 마크로밀 
엠브레인

경쟁 
리서치 기업

국내 최대 
자체 조사 패널
(130만 명+)

조사 
패널

미 보유
(외주 조사 패널)

빠른 
리서치 가능

조사 
신속성

빠른 리서치 어려움

낮음 조사 
비용

높음

높음 데이터 
품질

낮음

많은 시간/
비용 투자 투자 없음

Chapter 02Ⅰ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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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Portal
조사 자료 통합 검색 시스템

조사 상담을 위해 과거 조사 자료 및 조사방법 
검색 시 제목, 키워드 뿐만 아니라 저장된 문서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Q-Bank (Questionnaire Bank) 

설문지 자동 제작 시스템

산업군, 조사목적 등을  선택시 표준설문지가 
제공되어, 연구원이 설문 문항을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Smart Coding 

주관식 응답 코딩 자동화 시스템

최신 자연어처리 기술과 AI 딥러닝을  활용, 
코딩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스템

RPA Reporting 
(Robotic Processing Automation )

보고서 제작 자동화 시스템

규칙적 단순 반복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 
조사보고서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시스템

4. 자체 개발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으로 원가절감 및 조사기간 단축

조사 상담 조사방법 및
설문지 문항 확정

조사진행 및 
응답데이터 수집

데이터정리 / 
통계테이블 작성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납품

ISAS (Internet Survey Automation System)

웹 설문 자동 제작 솔루션
FMS (Fieldwork Management System) 

온라인 실사관리 솔루션

M/S워드 문서로 작성한 설문지를 
손쉽게 웹 설문지로 작성하는 솔루션

온라인 조사의 실사(모바일 포함)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Smart Gang
갱서베이 실사관리 솔루션

종이 설문지가 없이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이용, 갱서베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Chapter 02Ⅰ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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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널빅데이터® 
 패널빅데이터®는 동의받은 조사패널들로 부터 자동으로 수집되는   
 App 이용정보, 오프라인 방문 정보 등의 데이터

App
이용정보 

웹사이트
방문정보 

소셜
빅데이터 

미디어
이용정보 

상품구매정보
(개발 중)

오프라인
방문정보 

카드
결제정보 

프로파일 정보 (800개)

패널빅데이터® 플랫폼은 ‘조사’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통합 분석 플랫폼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패널 

Chapter 02Ⅰ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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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널빅데이터®(계속) 

모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데이터가 포함됨 
(예)결제정보의 경우, 모든 카드사 이용 정보

자사 고객의 자사 서비스 이용정보만 이용할 수 있음 
(예)신한카드, SK텔레콤 등에서 판매하는 빅데이터는  

       자사 거래 데이터에 국한됨

정보 생산 주체를 알 수 없음
 Heavy User 위주의 왜곡된 해석 가능 

(예)댓글부대, 드루킹

행동(소비) 데이터

개별 빅데이터 차원의 분석만 가능

정보 생산 주체를 알 수 있음 
 전체는 물론 세그먼트 별 분석도 가능

행동(소비) 데이터 + 태도 데이터

‘패널 ID’를 Key값으로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음

일반 빅데이터 패널빅데이터®

패널빅데이터® 강점

CRM Data 
(예) 카드, 통신

Public/
Social Data

Data Type

Data 
Integration

Chapter 02Ⅰ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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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ⅠGrowth Momentum

국내 빅데이터 시장 전망(CAGR ['17년~'22년])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1. 패널빅데이터® 사업 
 우호적인 시장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음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2017년 1월)

데이터 구매, 가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 3법 개정 
(2020년 1월)

가명 정보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추구

10대 규제 혁신  
(2020년 4월)

데이터 산업분야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혁신

Hardware

7%

Software

7.6%

Total

12%

Services

16.9%

Data 판매(컨설팅 포함)

시장점유율 데이터

Small Data + Big Data 를 통한 
온라인 리서치 확대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총 사업비 : 2019년 부터 연간 600억 원 지원   

                      (구매 200억, 가공 400억)

•지원규모 : 1,800만 원(구매), 7,000만 원(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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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 분석을 활용한 마케팅 기획 
(예) 코로나-19가 소비자 행동에 미친 영향력 
       탐색적 고객분석(ECA : Exploratory Customer Analysis)

신규 사업모델 개발
(예) 사용자의 구매행태 및 라이프 스타일 분석에 따른  
       컨시어지 서비스 

공공 정책 개발 및 평가
(예)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미친 영향력(결제정보)

2. Data 판매(컨설팅 포함) 
 고객사가 직접 Client Portal을 통해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패널빅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제공

1

2  

3패널빅데이터 

Chapter 03ⅠGrowth Mo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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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매장 방문에 미친 영향(1월 vs. 3월)

2. Data 판매(컨설팅 포함)(계속)  

영향 분석

• 체류시간이 길거나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장소의 방문자 수 크게 감소

•�반면, 그렇지 않은 장소의 방문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 (베이커리, 피자 등) 

• 의류, 미용 위주 유통점 방문자 수 크게 감소 
(백화점, 아웃렛, 화장품, 드럭스토어)

• 반면, 식품/생활용품 위주 유통점 방문자  
수는 증가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 여행 감소로 공항/터미널, 휴게소,  
호텔/리조트, 차량관리 방문 급감 

• PC방과 같이 체류시간이 긴 장소에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감소

•댁내 엔터테인먼트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공기청정기)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가전/디지털  
판매점의 방문자 수 증가

외식

쇼핑 

여행 

기타 

n = 50,921

Chapter 03ⅠGrowth Momentum



마크로밀 엠브레인        18

AS-IS 쇼핑 패널

3. 시장점유율 데이터 
 영수증과 상품 바코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마케팅을 위한 기본 자료인 시장점유율 자료를 판매 

 패널 수 : 30,000명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구매 자료 수집

 영수증과 상품 바코드 동시 입력

 다른 패널빅데이터와 통합분석을 통해  

        “태도+행동+소비”를 연결 할 수 있음

App,

방문정보,

결제정보,
...

•��매장의 POS 데이터를 가공해서  

카테고리/브랜드 별 판매량을 추정

•�Nielsen

•�250억 원 

•�구매 고객 특성을 파악할 수 없음

•�온라인/모바일 구매에 대한  

정보가 없음

판매량 조사

•�사전에 모집된 패널로 부터  

바코드 데이터를 수집해서  

카테고리 별 판매량을 추정

•�Kantar World Panel / Nielsen

•�100억 원 

•�패널 수(5,000명)가 적어서  

브랜드 단위 분석이 어려움

•�바코드 데이터만 수집해서  

데이터 검증이 어려움

패널 조사

Chapter 03ⅠGrowth Mo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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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all Data + Big Data 
 조사와 패널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를 360° 전 방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리서치의 확대를 기대

조사 패널빅데이터®

Who

When

Where

How

What

Why (예) 방문정보(빅데이터) + 방문이유(조사)

통합 분석

패널빅데이터® 조사 

패널ID 매칭

 가능      어느정도 가능      불가능

Chapter 03ⅠGrowth Mo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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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계 최고의 성장성

Chapter 04ⅠInvestment Highlights

No.1
온라인 리서치

No.1
자체 조사패널

8%
전체 임직원 중

R&D 
인력구성비

4,500건 + 
프로젝트 수

900개 + 

고객사 수

17%
매출액 CAGR
(최근 3개년)

No.1
패널빅데이터® 

구축

주요 
성과 지표

마크로밀 엠브레인: 6월 결산, H사: 3월 결산, G, I, K사: 12월 결산

1. 마케팅 리서치 시장 선도 기업 
 국내 No.1 온라인 리서치 기업으로 마케팅 리서치 시장을 선도

당사 
G사 

4%

H사 

6%

I사 

3%

K사 

8%

17%

최근 3개년 
매출액 
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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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문가 RC
(Research Consultant) 

활용으로 신규 고객 창출 및 
기존 고객 Lock-in 효과 기대

RC 본부 운영 
단위: 억 원 

2. 다양한 고객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 
 국내 900여 개 이상의 고객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매출 창출

CAGR
(최근 3개년)

17%

FY18 FY19FY17 FY20.3Q 누적FY18 FY19FY17 FY20. 3Q 누적 

RC본부 수주금액 추이

79.5 79.3

300.4

350.9

390.7

326.1

92.8
101.4

안정적 매출 성장클라이언트 그룹별 매출 비중 
단위: 억 원 

▒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매출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8개)

▒ 매출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52개)  

▒ 매출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70개)

▒ 기타 (약 800개)

단위: %

31.5
7.9

6.6

21.6

19.7

12.7

390.7억 원

(FY19 기준)

Chapter 04ⅠInvestment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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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52.2

1.2

높은 배당 성향영업이익

3. 수익률 향상과 높은 배당 성향  
 온라인 리서치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률 향상과 최대주주 마크로밀의 배당 선호 정책

단위: 억 원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9년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배당성향 – 한국거래소, 2020.04

�온라인 리서치 이익률은 오프라인 리서치 대비하여 높으므로, 온라인 리서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전사 영업이익률이 향상됩니다.   
(FY19 기준 매출원가율은 온라인 리서치 62.3%, 오프라인 리서치 88.8%)

매출 구성 변화
단위: %▒ 온라인 리서치         ▒ 오프라인 리서치         ▒ 기타  

FY18

38.2

FY19

25.8

FY17

14.0

FY20. 3Q 누적 

10.6%

6.6%

16.4%

4.7%

FY19

54%

코스닥 상장사 평균
(2019)

32.4%

FY18

52%

53.4

FY19 FY20.3Q
누적 

55.0 44.8

0.2

Chapter 04ⅠInvestment Highlights

높은 이익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비 
높은 배당 성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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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리서치 온라인 리서치 

국내 온라인 마케팅 
리서치 시장 개척

No.1 온라인 
마케팅 리서치 기업

업계 최초
패널빅데이터®

사업 진출

온라인 리서치 + 빅데이터

1세
대 

2세대 

3세대 

4.  Innovative Insights Provider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이 모두 가능한  
 No.1 패널빅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Chapter 04ⅠInvestment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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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개요
Chapter 05ⅠAppendix

공모 일정 

주식 사항

보호 예수 현황 

공모 후 주주구성
단위: %

증권신고서제출일 2020년 5월 22일

수요예측일 2020년 6월 15일 ~ 16일

청약예정일 2020년 6월 18일 ~ 19일

납입예정일 2020년 6월 23일

매매개시일 2020년 7월 1일 (예정)

공모전주식수 7,527,539주

공모주식수 신주: 1,400,000주

주관사 의무인수분 42,000주

공모희망가액 5,200원 ~ 6,400원

공모금액 72.8억 원 ~ 89.6억 원

주관사 NH투자증권

구분 주식수(주) 비중(%) 기간 

Macromill, Inc. 3,786,954 42.2 상장일로부터 2년

특수관계인 2,012,923 22.4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기타주주 167,213 1.9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

주관사 의무인수 42,000 0.5 상장일로부터 3개월

우리사주조합 신주배정 280,000 3.1 상장일로부터 1년

보호예수물량 합계 6,289,090 70.1

유통가능물량 2,680,449 29.9

합계 8,969,539 100

상장예정 주식수: 8,969,539주 
최대주주 등  

64.6
기존주주    

15.7
신주공모     

16.1

우리사주조합  3.6

신주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 28만주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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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소개 

회사 개요  대표 소개 

회 사 명
주식회사 마크로밀 엠브레인  

(Macromill Embrain Co., Ltd.)

대표이사 최 인 수

설 립 일
1998년 10월 12일 (회사 창립일)
1999년 03월 25일 (법인 설립일)

자 본 금 37.6억 원 (2020. 3. 31)

매 출 액 391억 원 (FY19)  *6월 결산 법인

임 직 원 204명 (2020. 3. 31)

사업영역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역삼동, 837타워) 10~13층

홈페이지 http://embrain.com

최인수 대표이사 

•현, ㈜마크로밀 엠브레인 대표이사
•전,�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KAIST 산업공학과 박사 졸업
•KAIST 산업공학과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전, 한국조사협회 회장
•전, 한국통계학회 부회장
•한국소비자학회 부회장
•한국품질경영학회 부회장

No.1 온라인리서치,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국내 최대/최고의 조사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Chapter 05Ⅰ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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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FY2017 FY2018 FY2019 FY2020. 3Q

유동자산 10,259 10,196 10,994 14,166

비유동자산 6,031 6,580 6,354 10,913

자산총계 16,290 16,777 17,348 25,079

유동부채 6,133 5,525 5,936 7,154

비유동부채 1,587 1,019 1,265 4,556

부채총계 7,720 6,544 7,201 11,710

자본금 2,342 2,455 3,751 3,764

이익 잉여금 5,370 6,677 6,441 9,550

기타불입자본    851 1,100 (51) 40

기타자본구성요소        7        1        5 15

자본총계 8,570 10,233 10,146 13,369

FY2017 FY2018 FY2019 FY2020. 3Q

매출액 30,036 35,086 39,075 32,615

매출원가 25,151 27,714 31,921 24,207

매출총이익 4,885 7,372 7,153 8,408

판매관리비 3,483 3,554 4,577 3,065

영업이익 1,402 3,818 2,576 5,343

영업외수익 163 198 141 156

영업외비용 471 465 212 165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094 3,551 2,505 5,334

법인세비용 372 714 553 1,173

당기순이익 722 2,838 1,952 4,160

단위: 백만 원단위: 백만 원

Chapter 05Ⅰ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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