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 E R I T A S M E D I A
C O M P A N Y B R O C H U R E



광고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광고주와대행사 그리고매체 출신의사람들이 모였습니다

LatinVeritas 진리 진실

- 2002년 회사설립

- 대표이사 이만규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1 9층 (광일빌딩)



세상의모든길이그러하듯

굴곡지고거친여정이었으나

한걸음, 한걸음걷다보니

어느덧 17년

“

”



2012~2018 발자취
16년간의 성공 노하우로 매년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40여명의전문가들이

그길을함께걷고있습니다
“

”



베리타스미디어전문분야
온 · 오프라인을 융합한 전략적 컨설팅 및 최적화된 설계로 Creative 결과물을

도출하는 One stop process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케팅

광고 기획

전문가그룹

크리에이티브

전문가그룹

미디어

전문가그룹

ICT

IT 컨설팅

전문가그룹

UI/UX

전문가그룹

IT 솔루션

전문가그룹

• IT Device Design
• Web/Mobile/App
• Digital Construction

• Creative Design / UI
• Interaction UX
• IT Publishing

• Solution Consulting
• IT Architecture & Big Data 
• Artificial Intelligence

• Strategy Consulting
• Sales & Proposal

• Creative Design 
• TV CM / Digital Film
• DA / SA / Viral

• Media Consulting 
• Media Optimization
• Media Reporting



‘진리’를 찾아나선우리의여정은

여전히현재진행형이지만...
“

”



Youtube, Facebook 등 특화된 매체에
VIC platform 운영을 통한
광고 성과 최적화 도출
(CPM/CPC/CPA/CPI/NCPI)

베리타스미디어만의

빅 데이터 플랫폼

VIC platform
베리타스미디어만의 차별화된 매체 광고 집행 시스템

Veritas Extrapolation System  (집행 이전 제시되는 혁신적인 KPI 설정 시스템)
Indicator Management System (시작 시점부터 작동하는 지표 관리 시스템)
Conversion Enhancement System (캠페인 전반에 걸쳐 제시되는 전화 고도화 시스템)



SNS trend 예측, 경쟁사 동향 및 SNS활동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VM Trend Catcher
효과적인 KPI를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브랜드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으로 효과적인 SNS 마케팅 보장

소비자 브랜드

관심 요인 분석

연관어

맵 파악

소비자 브랜드

인지 단계 분석

Social
Metrics



VM Creative Factory
베리타스 프로덕션 시스템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말을 소비자의 언어로
명확하면서도 심플하게 전달하는

촌철살인 프로덕션

2개의 독립된 프로덕션을 운영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트렌드 및 이슈에 따라 최적화된 캠페인 영상 제작

키 메시지 하나만은
확실하게 기억시킨다는 모토를 가진

유쾌 발랄 프로덕션

[한놈만팬다] 프로덕션 [공뭔스탈] 프로덕션



여정중에만난많은분들로부터

우리가하나얻은것은...

광고란, 광고주와대행사가

함께만들어가는이야기라는것

“

”



client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성공적인 인프라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Digital / Performance



대신증권 크레온
2016 ~ 2019   대신증권

해외주식 더 달라 캠페인 <2018년 금융투자협회 우수 광고 PR 부문 시상>

해외주식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으로 계좌개설 및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직관적인 카피와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 전달



2016 ~ 2019   대신증권

대신증권 크레온

크레온 골든타임

주식 관심 타깃을 위한 매력적인 혜택,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
이벤트를 통한 4,000개 이상의 계좌 개설 유치

1,000,000 10,000명

2016.05~06 크레온 골든타임 이벤트



2011 ~ 2016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광고대행

미래에셋증권

연간 온라인 마케팅 대행
비대면 계좌 개설 / ISA 계좌 개설 유도 프로모션 등



2016 ~ 2017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광고대행

모든 온라인광고 100% 이상 달성 하면
모든 매체가 효율이 좋은 것일까?

BACKGROUND

매체에 대한 평가를 A~F등급으로
새로운 기준 마련

IDEA

[VIC] DATA PLATFORM 기준 결과로
A~F 등급 산출

RESULT

매체효율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 제시 [VIC] DATA PLATFORM



대상 (청정원,종가집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신규회원 유입과 매출 극대화에 효과적인 광고
진행기존 대행사 운영 대비 전환 217% 상승
매출 246% 상승, ROAS 668% 증가

1,223% 1억600만원

2018년2월 정원e샵 광고 집행 결과

청정원 광고대행
2013 ~ 2019   청정원



2017 스키월드 프로모션
2016 ~ 2019   대명레저산업

하태핫태 비발디파크 캠페인 프로모션 진행
나에게 맞는 슬로프 찾는 이벤트를 비롯하여 슬로프 운영 현황, 할인이벤트, 무료 셔틀 운영 안내, 
객실 패키지 안내, 비발디파크 영상 보기, SNS 인증 샷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 참여하기를 담은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지원

403,637 22,532



2018 오션월드 프로모션
2016 ~ 2019   대명레저산업

하태핫태 오션월드 캠페인 프로모션 진행
범퍼애드 및 클립영상 노출을 극대화하여 프로모션 진행
영상공유 및 슬로건 지원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접점 창출

1,049,260 7,150



2011 ~ 2019   모두투어

모두투어 광고대행

Portal 내 시간제 광고상품을 활용하여 모두 홈쇼핑이라는 타임세일 상품 개척

1,046% 30,000

2017.1.9 보라카이 상품 집행 결과



2011 ~ 2016   호텔 롯데월드

롯데월드 광고 대행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시작으로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 3개 사업장의 온라인 프로모션 대행



2018 ~ 2019 고려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광고 대행

네이버 타임보드 및 주요 지면 최다 확보 운영
GDN 학과별 배너 제작하여 캠페인 진행

2019 신·편입 및 대학원 전기모집 캠페인



2012 ~ 2015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광고 대행

네이버 타임보드 및 주요 지면 최다 확보 운영
학과 별 타깃 매체 개발 캠페인 진행

45%

2015년 주요 포탈 SOV



2018 ~ 2019   NHN

NHN 게임 광고제작 대행

모바일 게임 배너 제작
2018~2019



App 다운로드

골부킹

골부킹 App 다운로드 캠페인
신규 런칭한 골프 부킹사이트 ‘골부킹’의 진성 유저 확보를 위한 NCPI 광고 진행
단기간 내 다수 다운로드 확보 10,000+



2016   파티게임즈

아이러브니키 런칭 캠페인

아이러브니키

여성 성향의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니키의 온/오프라인 런칭 캠페인 집행
관심 타깃을 위한 매력적인 혜택,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

TOP No.1

2016.07 아이러브니키 런칭 이벤트



VIDEO



모두투어 CF 제작

TVCF 영상
2017~2018

[여행준비 편] 

모두투어

[스페인 편] [스위스 편] [세부 편] 

[터키 편] 



배고파 CF 제작

TVCF 영상
2019 ~

BCD플랫폼



청정원 CF 제작

온라인 영상 광고
2018 ~ 2019

집으로 ON 

[팔선생 볶음밥 편] [핫도그 편] [택배 편]

[딸 편] [아들 편]



케이프투자증권 CF 제작
케이프투자증권

TVCF 영상
2017~2019

[케이프투자증권 2019] [케이프투자증권 2017]



NHN 게임 영상광고 제작

국내외 디지털 영상 광고 다수 제작
2018 ~ 2019

NHN 

[KINGDOM STORY] [KINGDOM STORY] [한게임신맞고]

[CRUSADERSQUEST] [COMICO]



대명 MCN /바이럴 영상 제작

대명레저산업 MCN 및 바이럴 영상 제작
2017~2019

대명레져산업

[영국남자 편] 

[오션월드 뮤직비디오] 

[와썹맨 편] 

[오션월드 파라오메이즈 편] 

[아프리카TV 편] 

[엠블호텔 풀파티] 



3M MCN 영상 제작
한국3M

3M 제품 홍보 MCN 영상 다수 제작
2019



KCTA SO 공동광고 CF 제작

[김태희 편] 

TVCF 영상
2014~2017년 4편 TV CF 제작.

KCTA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

[아이유 / 김준현 편] 

[이시영 / 김준현 편] 



아이러브맞고 CF 제작
Patigames

극장 CF 영상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sVRZSuxVc0Y


케이블 TV VOD 극장광고 제작
케이블 TV VOD 

극장 CF 영상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E2-aYtaEZas


OOH / BTL



고려사이버대학교 OOH / BUS

2019 신·편입 및 대학원 전기모집 캠페인

2018 ~ 2019 고려사이버대학교

버스 랩핑 / 쉘터 / 지하철 스크린도어 진행



모두투어 OOH / BUS

여행박람회 캠페인
2017

2017  모두투어



풀무원 잇슬림 BUS

풀무원건강생활 잇슬림 버스광고 캠페인
2016

2016  풀무원건강생활



2013 ~ 2015   불스원

불스원 카케어 프로모션

온라인 프로모션에서 전국 오프라인 프로모션으로 확대
국내 최대 카케어 카페 [퍼펙트샤인] 1,000개 컨텐츠 자발적 생성. 2년 총 40회 전국 셀프세차장 투어



Web Site / Mobile App



하이투자증권 사이트 리뉴얼
2010 ~ 2019 하이투자증권

웹 표준 리뉴얼 및 모바일 웹 구축, 유지보수
2010년 기능 개선 1, 2 차 리뉴얼 / 2014년 웹 표준 리뉴얼, 
2015년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및 현재까지 다년간 Maintenance operations 진행 중. 
2008년 부터 프로모션 운영 대행을 비롯하여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수행 중



KGC 사이트 리뉴얼구축 및 유지보수
2016 ~ 2019   KGC인삼공사

브랜드 강화 및 큐레이션 검색 구매 연동
온라인 마케팅 허브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의 개선 및 브랜딩 강화, 큐레이션
검색을 통한 제품 추천 및 공식 몰/주변 매장 연동, SNS고객참여, 개인정보 보안 안정성 증대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뉴얼 진행



고입정보포털 사이트 리뉴얼
2015 ~ 2019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교입시전형을 비롯한 고교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교육부 관할 웹사이트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올바른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UI/UX개선 및 사이트 리뉴얼 작업
모바일 신규 구축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



썸트렌드 웹사이트 구축
2018   다음소프트

빅데이터 기반의 SNS 분석 솔루션 썸트렌드
고객 접점 향상을 위한 UI/UX 개선 및 웹사이트 디자인 리뉴얼 진행



삼성전자 소셜 분석 시스템
2018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삼성 가전 사업부 관점의 SNS 분석 및 업계 동향 파악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SNS 분석 솔루션
고객 접점 향상을 위한 UI/UX 및 데이터용 대쉬보드 제작 프로젝트



롯데그룹 디빅스 2.0
2018~2019   대홍기획

롯데그룹 관련 12개 업종의 SNS 분석, 업계 동향 파악, 리스크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SNS 분석 솔루션
고객 접점 향상을 위한 UI/UX 및 데이터용 대쉬보드 제작 프로젝트



모바일 Neck Tag 프로모션
2016 ~ 2018   OB맥주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등 모바일 캠페인
편의점과 대형 슈퍼 마켓 등에서 판매 되는 주류에 Neck Tag을 부착하여 QR코드를 찍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행운 번호로 즉석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모션 구축 및 운영 진행 중



SNS / Viral



SNS 컨텐츠 제작 및 프로모션 운영
2015 / 2016 시즌 덴티스테

PC웹 및 모바일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프로모션 디자인, 모델 섭외 및 영상 촬영 및 프로모션 운영 업무 수행.
Facebook 정보형 컨텐츠 및 이벤트 디자인 제작.



2017

풀무원 베이비&키즈 바이럴

풀무원 베이비&키즈 신규 회원가입 및 이유식 제품 구매 유도 바이럴 진행
- 파워블로거
- 일반블로거, 상위노출 (SOV) 
- 인스타그램
- 까페 배포

761,146명조회
1,958 댓글

기간 내 주요 포탈 SOV



2016~2017

케이블TV VOD 영상 바이럴

바이럴 영상을 통한 SNS채널 활성화 및 케이블TV VOD Young 타겟 고객 유입 및 증대
- 유튜브 (2개 페이지)
- 페이스북 (4개 페이지)

180,000명조회
4,500건좋아요 & 댓글

130건공유

기간 내 SNS SOV



2017

대명레저산업 오션월드

홍보 영상 촬영 및 바이럴을 통해 이벤트 페이지 고객 유입 및 오션월드 방문 유도
- 영상 촬영 (MCN 및 홍보영상)
- 파워 인스타그래머 업로드 및 상위노출
- 카페 바이럴
- 페이스북 및 유튜브

2,319,466명조회
3,630 댓글

기간 내 주요 포탈 SOV



2017 

청정원 집으로ON

파워 인스타그래머 101명의 업로드를 통해 집으로ON 순간 점유율 확보 및 홍보
- 파워 인스타그래머 업로드 및 상위노출 (101명)
- 당일 동시 업로드를 통한 붐업 형성

4,416,000명조회
23,944 좋아요

기간 내 주요 포탈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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