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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패널현황 및 패널모집/관리 방법 

1. 패널현황 

2. 패널관리 활동 요약 

3. 패널모집 및 가입 

4. 패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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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현황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국내 최대의 리서치 전문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참여 요청메일에 대한 높은 반응률을 기반으로 어떠한 조사라도 신속/정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 패널의 실명확인 

패널 전원 본인확인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패널로 구성 

다양한 패널관리 기법 

마크로밀 엠브레인만의 지속적이고 다양

한 패널관리 기법 개발을 통해  

패널들의 로열티 확보 

조사 신뢰성 확보 

다년간 쌓은 관리기법과 패널 DB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총 패널 현황 1,316,720 명 (2020년 2월 초 기준) 

구 분 인구현황* 마크로밀 엠브레인 Panel 구성 

남 51.5% 42.6% 

여 48.5% 57.4% 

13~19세 11.0% 5.5% 

20~29세 19.6% 32.6% 

30~39세 21.3% 29.8% 

40~49세 24.3% 20.2% 

50세 이상 23.8% 11.9% 

* 인구총조사(통계청, 2017) 기준 (13-59세) 

경기 

29.8% 

서울 

28.4% 

충청 

8.6% 

전라 

8.1% 

강원 

2.3% 

경상 

21.9% 

제주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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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실사 인프라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과 함께 <외식사업자 패널>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사업자 패널이란? 패널 현황 

• 한국 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식업 사장님들로 구성된 조사 패널 

• 총 패널 현황 :  

18,913명 (2020년 2월 초 기준) 

구이류 

3,591 

탕/전골류 

2,828 

죽/전류 

1,024 

면류 

844 

백반류 

2,145 

족발/보쌈 

455 

한정식 

587 

  패널수 

분식     1,368  

외국식     2,205 

주점     1,836  

치킨/피자 1,410  

패스트푸드/도시락 등       392  

한식    11,513  

기타 189 

(합계)   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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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관리 활동 요약 

 패널관리 활동은 패널회원 가입부터 탈퇴시점까지의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음 

휴면 

패널 
탈퇴 가입 

활성 

패널 

신규 

패널 

가입정책 

• 아이핀/휴대폰 인증 

• 이메일 인증 

• 가입검증(해피콜) 

신규패널정책 

• TS(가입감사조사) 

• PS(패널기초조사) 

활성관리정책 

• 적립금 정책 

• 조사탈락자 관리 

• PS(패널기초조사) 

탈퇴정책 

• 3진 아웃 제도 

• 조사대상자 제외 

활동관리정책 

• WBS 

(활성유도조사) 

• 활성화콜 

모집정책 

• 자발적 인터넷 가입 

• 패널추천 

• CATI 이용 랜덤추출 

• 오프라인(가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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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모집 및 가입 

 패널 모집을 위하여 자발적 참여 뿐만 아니라 Out-bound 형태의 모집을 병행하고 있으며,  

 가입 절차는 

1) 실명확인 (휴대폰본인인증), 2) Communication Channel 확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3)본인 확인 (직접 자의에 의해 가입했는지 여부) 

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패널모집 

오프라인(가두) 모집 

당사 인터넷 Site 자발적 참여 

CATI/전화를 이용한 랜덤추출 

패널추천 

가입검증 

Thanks Survey 

HCS(Happy Call System) 

마크로밀 엠브레인 패널사이트 회원가입 

•  e-Mail 발송 및 수신 확인 

•  전원 전화검증을 통한 본인 확인 

미확인자 가입 거절/ 부적격자 패널 탈퇴 

실명확인 본인확인 
Communication 

Channel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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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널관리 

1) Thanks Survey (TS) 

 One-click away가 주요 특징인 인터넷 환경 하에서 패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가입 패널을 대상으로 2회의 Thanks Survey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조사는 가입 직후에 시작됩니다 

 Thanks Survey를 통해 온라인 조사 응답 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입직후 3일 5일 

TS 1차 

• 조사 진행 중 다음/이전 페이지 이동 금지 

• 조사 중단 후 10분 내 재 참여 가능 안내 

• 인터넷 검색 금지 안내 

• ‘ㅋㅋ’, ‘^^*’ 등 불성실한 응답 경고 

• 다양한 조사기법 안내  

(step by step, 순위만들기, 100% 합산 등) 

TS 2차 

• 멀티미디어(영상,음향) 형식의 광고선호도 

조사 체험  

• 지적재산권 안내 

(조사 내용과 화면 저장 및 유포 금지) 

Panel Survey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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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널관리 

2) Panel Survey (PS) 

 패널의 개인정보 및 주요 항목에 대한 최신성 확보를 위해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1회의 Panel Survey(P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패널정보를 유지함으로써, Sampling 정확도를 높여 실사기간과 비용을 최소화 합니다.  

패널정보 최신성 유지의 중요성 

• 한 해 약 16.5% 인 823만명 이상이 거주지를 이동 (읍면동 이상 이동 기준) [2010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국세청] 

• 월 이동전화 번호이동 약 1,033,366건 [2012.01~05 유무선 통계, 방송통신부] 

전체 패널에게 무작위로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PS를 통해 타겟팅 패널에게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세부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탈락율 ↑, 비용 ↑, 조사기간 ↑  

대상에 근접한 패널들을 타겟팅하여 발송하므로 

탈락율 ↓, 비용 ↓, 조사기간 ↓ 

‘LTE 스마트폰 이용자 조사’ 발송 
패널 

POOL 

스마트폰 

이용 

LTE 

이용 
‘LTE 스마트폰 이용자 조사’ 발송 

패널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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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널관리 

3) 패널등급제도 

 패널 활성화를 위하여 패널을 ‘활성’, ‘준활성’, ‘비활성’, ‘휴면’의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패널 

활성화 

정책 

•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패널의 수가 중요한데, 전체 패널의 수로는 이를 가늠하기 힘듦 

• 패널의 등급을 나눔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패널 관리가 가능해짐 
(예: ‘휴면’ 패널 대상 재활성화 프로그램 등) 

등급 

정의 

패널 

활성화 

정책 

• 5회 선정조건 탈락자 ‘무선정’ 조사 

활성 

준활성 

비활성 

휴면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조사에 참여한 패널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회 이상 조사에 참여한 패널 

최근 1년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 

최근 3년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 

활성 준활성 비활성/휴면 
 준활성 패널 대상 활성화 조사 

 비활성/휴면 패널 대상 활성화 조사 

(선정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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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널관리 

4) 3진 아웃 제도 

 불량응답을 3회 한 경우에는 직권탈퇴 처리함으로써 불성실 응답자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검증작업 

불량응답 기록 

旣지급 적립금 회수 

3회 불량시 직권탈퇴 

잔여적립금 기부금 전환 

이메일 & 쪽지 발송 
이의 신청 

Process 



Part II. 온라인 리서치 솔루션 

1. 온라인리서치 솔루션의 필요성 

2. 마크로밀 엠브레인 온라인리서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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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방식 온라인 리서치 솔루션 

1. 온라인리서치 솔루션의 필요성 

  온라인 설문지를 프로그래머에 의존할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Non-Response Error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설문 Logic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 

• 온라인 조사 건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 

• 프로그래머의 수는 한정되어 있음 

업무 load가 많아지면서 프로그래밍 오류가 증가  할 수 

있음 

• 온라인리서치 솔루션의 활용으로 조사오류를 줄일 수  

있고, 인력 수급문제도 함께 줄일 수 있음  

[종류] 

– 웹설문 제작 프로그램 

– 실사관리 프로그램 

– 패널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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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크로밀 엠브레인 온라인리서치 솔루션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자체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들은 상호 호환성이 높아 신속하고 정확한 온라인 리서치 수행이 

가능합니다 

• 신규가입 회원 검증 

•  패널 정보 Updating 

•  패널 등급 관리 

• 온라인설문작성(에디터 방식) 

• 각종 로직을 자유로이 구현 

• 실시간 실사현황 조회 등 

• Advanced Sampling  

• 대량 이메일발송(SMS 포함) 



Part III. 온라인 리서치 신뢰성 확보 방안 

1. 온라인리서치 신뢰성 확보 방안 

2. 설문지 작성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3. 메일발송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4. 온라인실사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5. 데이터검증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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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크로밀 엠브레인 온라인리서치 신뢰성 확보 방안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온라인리서치 全단계에 걸쳐 조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Page부터 주요 방법론 소개)  

 

 

온라인 

실사단계 

 

 

메일 

발송단계 

 

 

설문지 

작성 단계 

 

 

데이터 

검증단계 

• 불량검증 문항 체크 

• 이미지 동시 제시/ 동영상 

제시  

• 보기/페이지 로테이션 

• Quiz 

• 다단계 조사 

• 조사참여 요청메일 발송 시 

주의사항 

• Mailing 규칙 

• 사용자 환경 테스트 

• 시간 제어 

• Open 문항 처리 

• Step by Step 

• 수치형 자료입력 제어 

• 패널 DB를 활용한 검증 

• 논리성 검증 

• 응답시간 검증 

• 검색예상자 식별/제어 
온라인 실사  

신뢰성 확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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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작성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1) 특정제품 이용자 선정 방법 

 특정 제품 이용자를 찾는 경우, 해당 제품 이용 여부만 묻지 않고(오프라인 조사 형식), 여러 제품에 대한 이용여부로 

설문을 구성하여 부적격 응답자의 참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1. 귀하께서는 PMP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1. 귀하께서는 다음 제품들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 여부 

DMB 가능 휴대폰 1) 있다        2) 없다 

PMP 1) 있다        2) 없다 

MP3 플레이어 1) 있다        2) 없다 

휴대용 게임기 1) 있다        2) 없다 

전자 사전 1) 있다        2) 없다 

어떤 대상자를 찾는 

조사인지 추측하기 어렵도록 

선정질문 구성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pg_212oPNAhUDXRQKHQm_AFMQjRwIBw&url=http://bingapk.com/programmers-calculator-free/&bvm=bv.123325700,d.d24&psig=AFQjCNHGGpRr-qZt5jahcU6OeG3j1cFTeQ&ust=146476322810690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pg_212oPNAhUDXRQKHQm_AFMQjRwIBw&url=http://bingapk.com/programmers-calculator-free/&bvm=bv.123325700,d.d24&psig=AFQjCNHGGpRr-qZt5jahcU6OeG3j1cFTeQ&ust=14647632281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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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작성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2) 이미지 동시 제기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보고 선택하는 제품군 조사에서는 “Visual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응답자의 오인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1. 다음 중 귀하께서 최근 한달 동안 드셔보신 경험이 있는 컵 커피 음료 상표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스타벅스  2) 카페라떼 바리스타 3) 프렌치카페  

 4) 프렌치카페 골드라벨 5) 카페라떼  6) 기타(_________________) 

 

 

 

문1. 다음 중 귀하께서 최근 한달 동안 드셔보신 경험이 있는 컵 커피 음료 상표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스타벅스       2) 카페라떼 바리스타       3) 프렌치카페       4) 프렌치카페 골드라벨       5) 카페라떼  

보조인지도, 구매율 등을 측정할 때, ‘제품사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응답 정확성 제고 가능 

“Visual 자료”가 없는 경우 

응답자들이 브랜드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오응답할 가능성 있음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pg_212oPNAhUDXRQKHQm_AFMQjRwIBw&url=http://bingapk.com/programmers-calculator-free/&bvm=bv.123325700,d.d24&psig=AFQjCNHGGpRr-qZt5jahcU6OeG3j1cFTeQ&ust=146476322810690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pg_212oPNAhUDXRQKHQm_AFMQjRwIBw&url=http://bingapk.com/programmers-calculator-free/&bvm=bv.123325700,d.d24&psig=AFQjCNHGGpRr-qZt5jahcU6OeG3j1cFTeQ&ust=14647632281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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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작성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3) QUIZ 

 컨셉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설문이 진행되는 경우, 퀴즈를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 후 퀴즈를 맞추지 못하면 다시 컨셉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후 설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ncept 

제시 
Quiz 설문진행 

오답 

정답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pg_212oPNAhUDXRQKHQm_AFMQjRwIBw&url=http://bingapk.com/programmers-calculator-free/&bvm=bv.123325700,d.d24&psig=AFQjCNHGGpRr-qZt5jahcU6OeG3j1cFTeQ&ust=146476322810690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pg_212oPNAhUDXRQKHQm_AFMQjRwIBw&url=http://bingapk.com/programmers-calculator-free/&bvm=bv.123325700,d.d24&psig=AFQjCNHGGpRr-qZt5jahcU6OeG3j1cFTeQ&ust=14647632281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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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사 

2. 설문지 작성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4) 다단계 조사 

 설문길이가 길 경우 응답피로로 인해 Data Quality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조사품질 향상을 위해 설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Tracking조사로 볼 수 있으며,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임) 

온라인 조사 時 응답 피로에 관한 연구 

• 설문지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분한 후 설문위치에 

따른 응답품질(Quality of responses)을 측정한 결과 

설문 후반부의 응답품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Source] 

Effects of Questionnaire Length on Quality of Responses in 

Web Surveys (Galesic, M.(2005)) 

 

• 컴퓨터를 활용한 설문에서 설문길이가 응답자의 

인지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설문 

소요시간 20분 이후부터는 “Resource 

Limitation(인지용량 부족)” 현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Source] 

설문길이가 응답과정에 미치는 영향 (김영진, 이흥철 (2005))  

* 마크로밀 엠브레인 패널의 경우 2차 조사 응답률이 90% 선임 

[1차 조사] 

[2차 조사] 

1일 후 
(SMS 발송) 

설문길이가 긴 

경우 

(응답시간이 

15~20분 이상인 경우) 



Page 20 

3. 메일발송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1) 조사참여 요청 메일 

 조사참여 요청메일에서 조사 목적을 숨김으로써 Reward만을 노리는 허위 응답자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조사목적 및 대상을 숨겨서 

Reward만을 노리는 

허위 응답자 방어 

선정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사례를 지급하여 

패널 휴면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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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발송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2) Mailing 규칙 

 조사참여 회수 제한 및 최근 참여일 기준 Targeting Rule을 활용하여 Panel Contamination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연구 결과 

• 브랜드인지도 조사에서 최근 조사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하위 브랜드에 대한 인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음 

최근 조사참여율이 높으면 Panel Contamination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 

[브랜드 인지도 – Deviation From Average] 

-3 

-2 

-1 

0 

1 

2 

3 

4 

상위10개브랜드 

하위10개브랜드 

Light Medium1 Heavy Medium2 

Targeting Rule 

• 조사참여 회수를 월 2회, 연14회로 제한 

• 활성등급 내에서 Targeting시 최근 조사참여 일이 

오래된 패널부터 Targeting 

  [예] Panel 

ID 

(최근 조사 참여일- 현재)의   

기간이 긴 패널부터 Targeting 

  178 

  178 

  170  

  150  

  120  

  119  

  118  

  109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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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실사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1) 사용자환경 Test 

 광고효과조사 등 “멀티미디어”가 활용되는 조사 진행 시, 응답자가 멀티미디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Test를 실시하여 적격 응답자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한 Quiz를 통하여 플레이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스피커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킴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본 조사는 광고물을 평가하는 조사입니다. 

다음 소리가 잘 들리는 지 볼륨 크기를 조절하시고,  

어떤 소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귀하께서 이전 페이지에서 들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1) 김밥 2) 참고서 3) 노트 

      4) 연필 5) 책가방 6) 교과서 

 

이전 페이지에서 들려준 소리 이외의 것을 선택한  응답자는 조사 대상에서 

탈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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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실사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2) Open 문항 처리 

 입력내용이 없으면 다음 Page로 넘어갈 수 없는 점 때문에 상기율 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동안 입력이 없을 경우 ‘없음’을 입력할 수 있다는 알림창을 띄우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초 동안 입력이 없을 경우 “생각나는 것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알림창이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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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실사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3) 테이블형 Step by Step 

 테이블 형식 질문에서 응답자의 Load를 줄여주기 위하여 한 문항에 답변을 하고 나면, 다음 문항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개 시 ‘한 문항에 답변하고 나면 

다음 문항을 제시하는’ 형태의 ‘Step By Step’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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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실사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4) 수치형 자료입력 제어 

 수치형 자료를 주관식으로 묻는 경우, 응답자가 무의식적으로 단위를 확인하지 않고 응답하여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3만원을 3원으로 기록)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일정 범위를 벗어난 응답을 했을 경우, 경고창을 띄워 본인의 답변내용을 재확인 

하도록합니다 

수치형 응답값이 적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경고창을 띄워 본인 응답을 재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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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검증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1) 패널 DB를 활용한 검증 

 조사응답 성별/연령과 패널DB의 성별/연령이 다를 경우, 불량 응답으로 간주하여 데이터를 폐기합니다 

조사 응답값을 패널DB값과 실시간 체크 

   - A(Age) : 연령 오류 

   - G(Gender) : 성별 오류 

패널 DB 정보 조사 응답값 

패널등급 

DB 
(불량 응답 회수) 

조사 

중단 

불 

일치 

온라인 

조사 
(성별/연령) 

패널 

DB 
(성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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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럿 조사결과 

5. 데이터검증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2) 검색예상자 식별 및 제거 

 응답자가 온라인 설문 도중 “검색 예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감식하는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 응답 예상자는 사후 

분석에서 제외하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문. “2006년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알고 있는 기업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조사완료 후 

검색 예상자 Data 삭제 

검색예상자 

탐색 Rule 개발 

44  

63  

31  

24  

36  

14  

34  
37  

10  12  13  
18  

11  

1  

9  
5  

2  

9  8  

55 

26 28 29 

22 
19 

3 1 

9 7 5 
1 1 

4 
1 2 3 

0 0 

검색예상자 정상응답자 

 월드컵 공식후원사 (True) 

“월드컵 공식 후원사”라는 고난이도 

질문에서, 검색 예상자의 정상응답자 

대비 정답률이 뚜렷하게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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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검증 단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3) 응답시간 검증 

 Pilot Test 결과 응답시간이 짧은 응답자와 나머지 응답자의 결과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 각 쿼터별로 응답시간이 짧은 

5%의 응답 결과는 삭제합니다 

응답시간과 응답결과간의 관계 (Pilot Test 결과) 

 상기 그래프는 응답시간을 기준으로 빠른 순서대로 3%씩 그룹을 지은 후, 해당 그룹의 응답
값과 나머지 그룹의 응답값의 상관계수를 구한 것임 

 상기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시간이 빠른 3%의 응답값과 나머지 97%의 응답값간의 상관관계
가 특히 낮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들 3%의 응답결과가 불성실 응답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
미함 

0.37  

0.73  

3% 
각 쿼터별 응답시간이 

짧은 5% 표본 삭제 

이윤석/이지영/이경택, “온라인조사의  

응답오차에 대한 연구 설문응답 시간과 

응답 성실성의 관계”, 조사연구(2008) 



Part IV. 마크로밀 엠브레인 글로벌 패널 

1. 마크로밀 엠브레인 글로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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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크로밀 엠브레인 글로벌 패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크로밀 엠브레인 온라인리서치 방법론! 

그 방법 그대로 대규모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글로벌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회사 설립 직원 수 

동북아 

일본 Macromill 2000 557명 

중국 Macromill China 2011 25명 

대만 EOLembrain 2007 12명 

미주/구주 metrixLAB 1999 230명 

1,316,720명 

한국 
Macromill Embrain 

973,000명 

유럽 
metrixLAB 

1,279,525명 

일본 
Macromill 

2,000,000명 

미국 
metrixLAB 

550,029명 

중국 
Macromill China 

269,000명 

남미 
metrixLAB 

151,238명 

대만 
EOL embrain 

626,000명 

동남아 
metrix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