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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기업명

설립연도

위치

임직원수

매출액

㈜이루다마케팅

2015.01.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1동 8층, 10층(성수동2가, 성수 SKV1센터)

108명 (2023.02 기준)

10,073 백만원 (2022. 기준)

사업영역 퍼포먼스 마케팅, IMC 마케팅, 마케팅 컨설팅,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제작, 콘텐츠 수익 사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머스 컨설팅

자산 11,425 백만원 (2022.4Q 기준)



브랜드엑스 자회사 이루다
마케팅, IPO 본격 추진… NH
투자증권 주관사로 선정

이투데이 2023.01

이루다 마케팅, 서울벤처스와
애드테크 (AD-Tech) 
사업혁력 MOU 체결

IT조선 2020.11

이루다 마케팅, 뷰티&라이프
마케팅 전문 더핑거그룹과
MOU체결…

해럴드경제 2020.12

이루다마케팅-티유에프컴퍼니, 
미디어커머스 시장 경쟁력
강화 위한 MOU 체결

아이뉴스24 2021.01

이루다마케팅-윙스코리아, 
‘온/오프라인 유통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아이뉴스24 2021.02

이루다마케팅-파이온코퍼레
이션과 MOU 체결, AI 영상
제작 솔루션 브이캣 도입 나서

한국경제TV 2022.05

이루다마케팅, 토스(toss) 
광고 제휴 파트너사 선정

데일리안 2022.05

이루다마케팅, 글루가 주식
1.3% 취득

아시아투데이 2023.01

디지털광고시장, ‘경계없는
마케팅 (Boundaryless 
Marketing)’으로 나간다

서울경제 2020.01

이루다마케팅 크리테오
공식대행사 선정

시사뉴스 2021.09

이루다마케팅, 간편가입
서비스 ‘카카오싱크 연동
대행사’ 선정

데일리안 2021.09

이루다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리뷰메이커’ 
인수

머니투데이 2023.02

https://e-ruda.net/pr/board-detail/187
https://e-ruda.net/pr/board-detail/27
https://e-ruda.net/pr/board-detail/27
https://e-ruda.net/pr/board-detail/28
https://e-ruda.net/pr/board-detail/29
https://e-ruda.net/pr/board-detail/29
https://e-ruda.net/pr/board-detail/32
https://e-ruda.net/pr/board-detail/129
https://e-ruda.net/pr/board-detail/129
https://e-ruda.net/pr/board-detail/133
https://e-ruda.net/pr/news/6
https://e-ruda.net/pr/board-detail/108
https://e-ruda.net/pr/board-detail/77
https://e-ruda.net/pr/board-detail/77
https://e-ruda.net/pr/board-detail/74
https://e-ruda.net/pr/board-detail/74
https://e-ruda.net/pr/board-detail/74
https://e-ruda.net/pr/board-detail/193


PERFORMANCE 
MARKETING

BRANDING

2011
· ㈜마케팅플래닛 설립

2015
·카카오비즈니스 공식대행

·카카오톡채널 공식대행

· 카카오스타일 공식대행

·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

· 쿠차, 줌 쇼핑광고 공식대행

·타겟팅게이츠 공식대행

2017
· 다음&카카오 공식대행

· 카카오 모먼트 공식대행

· SK플래닛 OCB 공식대행

2020
· 브랜드엑스그룹 코스닥 상장

· 젤라또팩토리 인수(BRX)

· 누적 3,000여 클라이언트

· NHN 페이코 공식대행

· 네이버GFA 공식대행

· 한국 MD협회 MOU 체결

· 서울벤처스 MOU 체결

2021
· ㈜아피네 인수, 콘텐츠 역량 강화

· 패션바이카카오 공식대행

· 지그재그 공식대행

· KOBACO, SBS M&C 공식대행

· TOSS 공식대행

· 캐시워크 공식대행

·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BOUNDARYLESS 
MARKETING

2022
· 파이온코퍼레이션 MOU 체결

· 에이블리 우수대행사 선정

· 토스 광고 제휴 파트너사 선정

· IPO 주관사 지정

· Pre-A 투자 유치

2023
· 글루가 지분 취득

· 리뷰메이커 인수

· 벤처기업 인증



한번에

을 실현합니다.

BOUNDARYLESS
MARKETING GROUP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PC와 모바일을

ATL과 BTL을

기획과 제작을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이루다마케팅은 가치를 만들고 가치를 연결

영업력, 매체력, 
기획력의 기본이 되는
이루다마케팅의 핵심역량

Core identity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가능케한 핵심역량

기획적 사고와 실행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핵심역량

이루다마케팅 성장의
제 1의 핵심역량

. .

잇다

브랜드와
소비자를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최신 트렌드 & 미디어 이슈부터
광고상품과 프로모션 정보까지 큐레이션하여 제공합니다.

요즘 핫한 트렌드 &
마케팅 인사이트

최신 트렌드 매체, 광고상품 정보 프로모션 정보 트렌드&미디어 리포트

필수 광고상품 &
업무 효율 높여주는 마케팅 솔루션

광고 운영에 도움되는
이달의 매체 프로모션 혜택

자사 보유 DB 활용하여
매월 트렌드 미디어 리포트 &

뉴스레터 발송

당신을 위한 마케팅 큐레이션



[40여 매체의 공식대행권]

이루다마케팅은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매체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GFA 공식 대행사

구글
파트너 대행사

2022 
카카오스타일 프리미어 에이전시

메타
비즈니스 파트너

2021 
지그재그 프리미어 에이전시

2022 
카카오 프리미어 파트너

[주요 파트너십 현황]



브랜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TFT로 움직입니다.

>

브랜드 NEEDS 고려한
팀 구성

>

10여 년간 쌓아온 데이터
바탕으로 브랜드 진단

TFT 구성 PROFILING MEDIA MIX ANALYSIS

다각적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미디어 믹스 구성

> >

캠페인 기획부터 운영, 
결과보고 까지 ONE-STOP



SMB부터 MBB까지 풍부한 성공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IT/서비스] [라이프스타일/기타][식품/건강기능식품][패션/뷰티]

M O R E +



이루다마케팅은 인 회사로

구성원의 핵심 역량이 이루다마케팅의 입니다

Goal –
Oriented

Learning
Agility

Problem Solving
Skills

Empathy &
Collaboration Skills

목표 지향적 학습 민첩성 문제해결 능력 공감과 협업 능력

대화하고 피드백하며 인정하는 이루다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Conversation • Feedback • Recognition 



을 유기적으로!

팀워크를 통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클라이언트의 목표에 ALIGN 합니다.

CEO

임직원 108명
7그룹•21 팀 •22파트

퍼포먼스 마케팅 그룹

COO CMO

운영전략 그룹 재무 관리 그룹 코어마케팅 그룹 전략 플래닝 그룹 콘텐츠 기획 그룹

CSO

전략 세일즈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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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브랜딩, 콘텐츠를 연계한 유기적인 토탈 마케팅 서비스로 브랜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BOUNDARYLESS MARKETING

ONE STOP!

• 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전략 수립

• 매체력을 통한 Media Mix 기획

• 마케팅 최적화 실행

PERFORMANCE

•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립

•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캠페인 기획 및 플래닝 수립

BRANDING

• 브랜드 경험 디자인

•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 브랜드, 상품, 사이트 최적화 실행

CONTENTS

•고객 니즈에 맞는 목표 달성

•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제고

• 광고 효율 극대화

BRAND GOAL



SNS/포털 마케팅뿐만 아니라 매체 간 Media Mix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여
클라이언트 Needs를 충족하는 최고의 퍼포먼스 효율을 제공합니다.

네이버GFA

SNS

네이버 브랜드검색

진행 Flow

기획/미디어믹스 마케팅 실행

전환 측정 효율 분석 콘텐츠 및
채널 개선

개선 실행



브랜드 핵심 IDENTITY를 수립하여
A부터 Z까지! 브랜드의 성공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상세페이지 제작

브랜드 컨셉 개발

SNS

제품 연출 촬영진행 Flow

•자사(브랜드) 진단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소비자 분석

PROFILING

•브랜드 핵심가치

•브랜드 메시지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컨셉

BRAND
IDENTITY
BUILDING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BI/CI 디자인

•홈페이지/상세페이지

•UI/UX

VISUALIZING



VIDEO PRODUCTION

영상제작 및 유튜브 운영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브랜드 Needs를 고려한 맞춤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WNED MEDIA YOUTUBE 채널운영

INFLUENCER

Details

• 브랜드 니즈에 맞는 영상 제작

• TVC, Short form, Video film 등

VIDEO
PRODUCTION

•YOUTUBE 채널운영

OWNED MEDIA 

•기획과 퍼포먼스 역량을

바탕으로 고퀄리티

인플루언서 마케팅 진행

INFLUENCER

리뷰메이커&네이버 Influencer
11,000+

콘텐츠 운영 노하우
19,700+

커스터마이징 및 2차 활용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FmVAydR2nxc
https://www.youtube.com/watch?v=6QwPC2ST850


BOUNDARYLESS MARKETING SERVICE

브랜드 프로파일링부터
퍼포먼스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일원화한
B.M.S. PROCESS를 제공합니다.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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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y Brand Case

2. Performance Contents Reference

3. Owned Media

4. Brand Concepting

5. Site Production

6. AD Contents



PORTFOLIO
By BRAND CASE



Performance marketing

Social media campaign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애슬레저룩을 지향하는 브랜드로서 기존의 요가, 

필라테스 룩과 차별화된 제품의 특징 및 강점, 

브랜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고 집행

운동복과 일상복을 MIX

XEXYMIX
애슬레저룩 l 스포츠 l 기능성 소재

SCOPEOF WORK

BACKGROUND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


네이버 DA, 카카오모먼트, 네이버 GFA

네이버 트렌드상품, 트렌드픽우먼/맨즈, 다음 쇼핑박스

네이버 클릭초이스, 다음 클릭스, 네이버 신제품검색

SNS, 리타겟팅, 구글 검색광고, 유튜브

지그재그, 카카오스타일 등

RESULTOFWORK

MEDIA CHANNELS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


Performance marketing

Social media campaign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커피머신과 얼음정수기를 결합한

에스프레카페 제품을 중심으로

맛의 차별성과 제품의 강점,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 구성

깨끗한 물의 기술력

청호나이스
생활용품 l 커피머신 l 정수기

SCOPEOF WORK

BACKGROUND



네이버 GFA, 카카오모먼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버즈빌, 토스, 브랜드검색, 유튜브, 네이버 검색광고

네이버 신제품검색

RESULTOFWORK

MEDIA CHANNELS



Performance marketing

Social media campaign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한 매체구성,

색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아이캣칭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전개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젤라또팩토리
뷰티 l 젤네일 l 셀프네일

SCOPEOF WORK

BACKGROUND



네이버 DA, 카카오모먼트, 네이버 GFA

네이버 검색광고, 다음 클릭스, 네이버 신제품검색

SNS, GDN, 구글 검색광고, 유튜브, PPL, 신제품 런칭 캠페인,

지그재그 등

RESULTOFWORK

MEDIA CHANNELS



Performance marketing

Social media campaign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깨끗한 청결습관의 시작 안전한 성분, 착한 가격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MZ 세대의 위생

니즈를 재해석한 신개념 위생 브랜드에 맞는

맞춤 마케팅 진행

위생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WHIA
청결 l 개인 위생 l 안전한 성분 l 살균

SCOPEOF WORK

BACKGROUND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43


네이버 DA, 카카오모먼트, 네이버 GFA

네이버 클릭초이스, 다음 클릭스, 네이버 신제품검색

SNS, 리타겟팅, 구글 검색광고, 유튜브

MEDIA CHANNELS

RESULTOFWORK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43


Performance marketing

Video production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2021년 9월, 신제품 런칭” 에 맞춰, 제품 네이밍

‘파란패드’와 ‘쓱-파’라는 카피를 개발, 브랜드

재도약을 목표로 한 타겟 리 포지셔닝 및 브랜드

리프레쉬 진행

남자를 위한 그루밍 케어

RULE429
남성뷰티 l 그루밍

SCOPEOF WORK

BACKGROUND



SNS, 네이버 DA, 카카오모먼트, 네이버 GFA, 라이브 커머스

RESULTOFWORK

MEDIA CHANNELS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브랜드가 보유한 인지도와 고객층을 활용한

기존 고객 재구매율 증대와

신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타겟 확대 전략

단 하나의 완벽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레나
스포츠 l 수영복

SCOPEOF WORK

BACKGROUND



네이버 GFA, 검색광고,

리타겟팅 매체

RESULTOFWORK

MEDIA CHANNELS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Digital buzz marketing

포르 “레오플립플랍” 런칭 프로젝트에 맞는

브랜드 런칭 캠페인 전략, 컨셉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광고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진행

Comfortable smart trend

PORR
의류 l 잡화 l 트랜드 스타일

SCOPEOF WORK

BACKGROUND



네이버 DA, 네이버 GFA, 네이버 SA

SNS, 모비온, 인사이트 네이티브 광고

RESULTOFWORK

MEDIA CHANNELS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2021년, 7월 신규 온라인 플랫폼 런칭 마케팅

홈트레이닝 플랫폼 출시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

전략 제안 및 마케팅 효율 극대화 목표

진짜 나를 찾는 시간

QUAT
홈트레이닝 l 플랫폼 l 유튜버

SCOPEOF WORK

BACKGROUND

콰트 - 진짜 나를 찾는 시간



네이버 GFA, 카카오모먼트, 크리테오, 네이버DA

인사이트 네이티브 광고

RESULTOFWORK

MEDIA CHANNELS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Digital buzz marketing

디자이너 브랜드 입점 감성 패션플랫폼

'OPEN DRESSER’ 런칭 캠페인 전략 제안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보 및 마케팅 효율 극대화

디자이너 브랜드 플랫폼

OPEN DRESSER
디자이너브랜드 l 편집샵 l 크리에이티브

SCOPEOF WORK

BACKGROUND



SNS, 네이버 GFA 카카오모먼트, 구글 UAC, 모비온

네이버 SA, 인사이트 네이티브 광고

RESULTOFWORK

MEDIA CHANNELS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Digital buzz marketing

“스포츠 컴프레션과 퍼포먼스 스포츠 웨어“ 

지니고 있는 상품력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

한 브랜드 파워 확장과 다양한 채널과 형태를 활

용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활동 필요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2XU
퍼포먼스 l 스포츠웨어 l 컴프레션

SCOPEOF WORK

BACKGROUND



네이버 SA, 네이버 DA, 모비온, 인사이트 네이티브 광고

RESULTOFWORK

MEDIA CHANNELS



신제품및주력상품콘텐츠개발
메인키워드및서브키워드지속적발굴및노출

어차피, 남자는다슈



2020년11월신규런칭브랜드로다양한채널및
맞춤형컨텐츠활용을통해브랜드입지확보관리



해피홈광고영상

유한매직스피드순

엘레나



https://www.youtube.com/watch?v=MjyEx6pTbhg
https://www.youtube.com/watch?v=NOR9W-CUGgY


Portfolio

DATE_ 2021

Work Scope_ 프로젝트 운영 (캠페인 컨셉 기획 · 연출 등 전체 총괄 운영)

https://www.instagram.com/p/CJZ6NlWn82y/?utm_source=ig_web_copy_link


Portfolio

DATE_ 2021

Work Scope_ 프로젝트 운영 (캠페인 컨셉 기획 · 연출 등 전체 총괄 운영)



DATE_ 2022

Work Scope_ 프로모션 운영(기획 ·제작,연출, 운영 총괄 운영)



“클릭 한번에 농산물이 집으로...” “꿈꾸는 청년, 바이오헬스 일자리를 잡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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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Owned Media

#F&B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매일유업_상하목장

브랜드 캠페인 소개, 친환경&유기농 이슈 기반으로 운영

https://www.instagram.com/sangha.farm/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커피머신 & 얼음정수기 ‘에스프레카페‘ 제품 USP 및 비주얼 강화

청호나이스_에스프레카페

https://www.instagram.com/chunghonais_official/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신제품 출시에 따른 채널 리뉴얼

브레댄코

https://www.instagram.com/breadnco_kr/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노출 타겟 확장 및 콘텐츠 감도 강화

농심_라이필

https://www.instagram.com/lifill_official/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제품 단일 품목으로 다양한 컨셉 촬영 기반으로 채널 운영

라이프닝

https://www.instagram.com/lifening.official/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레시피, 연출컷, 일러스트 등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아이템 및 이슈에 맞춘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선진푸드

https://www.instagram.com/sunjin_today/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빙그레 아이스크림

https://www.instagram.com/binggraekorea/?hl=ko
https://www.instagram.com/binggraekorea/?hl=ko
https://www.instagram.com/binggraekorea/?hl=ko
https://www.instagram.com/binggraekorea/?hl=ko
https://www.instagram.com/binggraekorea/?hl=ko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언택트 라이브 방송, 제품 소개, 캠페인 영상 제작 등 진행

조니워커코리아

https://www.instagram.com/johnniewalkerkorea/?hl=ko


‘오늘의 집＇Concept

‘CUP’ Project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퓨리얼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5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5


# OWNED MEDIA
SNS 채널운영

해태 아이스크림

https://www.instagram.com/haitaiice.official/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6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6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6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6


# OWNED MEDIA
YOUTUBE 채널운영

와썹선진

선진의 건강한 식재료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콘텐츠 마케팅 등 SNS 영상 및 포토 촬영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https://www.youtube.com/watch?v=gqVPKNvb9Vk&t=219s
https://www.youtube.com/watch?v=0Ge1uUFJd3Y
https://www.youtube.com/watch?v=DqUuU1aqDOg


# OWNED MEDIA
YOUTUBE 채널운영

선진TV

https://www.youtube.com/watch?v=XoqE_RiM7T8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1
https://www.youtube.com/watch?v=jYLvc8ptBOw


# OWNED MEDIA
YOUTUBE 채널운영

빙그레 아이스크림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0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0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0
http://e-ruda.net/work/portfolio-detail/50


# OWNED MEDIA
YOUTUBE 채널운영

해태 아이스크림

https://www.youtube.com/watch?v=V-pyIcPSgzM
https://www.youtube.com/watch?v=fV45Egwvb7U
https://www.youtube.com/watch?v=6CNrZ_qL1uw


# OWNED MEDIA
D2C 및 스마트스토어 운영대행

BRAND: 기역이미음

https://kiukim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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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Concepting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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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MO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Lifill
(주)농심 / 라이필



· PC/MO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Lifill



Lifill
· PC/MO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 라이필 더마 콜라겐

→ 라이필 바이탈 락토키즈

→ 라이필 식물성 rTG 오메가3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Lifill
· PC/MO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 라이필 더마 콜라겐

→ 라이필 바이탈 락토키즈

→ 라이필 식물성 rTG 오메가3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Lifill
· PC/MO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 라이필 더마 콜라겐

→ 라이필 바이탈 락토키즈

→ 라이필 식물성 rTG 오메가3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Lifill
· PC/MO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Sangha Farm 
(주)매일유업 / 상하목장



Sangha Farm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Bread&co
브레댄코



Bread&co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Johnniewalker
조니워커코리아



Johnniewalker
· 자사 온드미디어 채널 운영



AD Contents
· 제품



AD Contents
· 푸드 스타일링



Boundaryless Marke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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