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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to reality by dovetorabbit”

비둘기를토끼로변신시키는마술처럼상상을현실로만들어드립니다



SEASON 01

WEB AGENCY
2007. 08 /도브투래빗법인설립
2008. 01/기업부설연구전담부서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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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2

NEW MEDIA TECH
2010.01/테크놀러지본부신설
2010. 04 /기업부설연구소승인(기술보증기금)

2010. 08 /벤처기업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 11/해외사업본부신설호주, 태국프로젝트)
CONSUMER-CONNECTED 

MULTY-LAYER EXPERIENCES

SEASON 03

IMC MARKETING
2013. 01/투명패널광고디스플레이특허등록
2013. 02 /도브투래빗아시아법인설립(방콕, 태국) 

2013. 10 /맞춤상품디스플레이특허등록
2014. 06/자판기이용광고방법특허등록

SEASON 04

CONTENTS
2015. 04 /이노비즈인증(중기청)

2016. 03 /도브투래빗아시아유상증자
2016. 08/콘텐츠사업본부신설
2017. 08/법인설립10주년



CONSUMER-DRIVEN 

DIGITAL ECONOMY

CONSUMER-CONNECTED 

MULTY-LAYER EXPERIENCES

----
소비자가주도하는디지털경제시대의변화속에서

소비자가참여하여브랜드의팬이될수있는아이디어를
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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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eate inspiring experiences and connect the people”
우리는영감을불러일으키는경험을창조하며,이를사람들이함께경험하도록연결합니다

FOCUS  ON 

CONSUMER

CREATE INSPIRE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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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CONNECTED 

SPECIALIST GROUP
ANALIST

INSIGHT

STRATEGY

CONCEPT

CONTEXT CREATION

EXPERIENCE

TECHNOLOGY

MEDIA

CONTENTS

----
“Of the consumer, by the consumer, for the consumer”

우리는전략에서부터제작까지소비자컨텍스트를분석하고연결하는소비자전문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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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ARKETING 

SOLUTION

CAMPAIGN SOLUTION DIGITAL SOLUTION
Brand Campaign

AD Campaign

Brand Management

BTL SOLUTION
Promotion

Launching Show

Festival

Digital Advertising

Mobile Marketing

Social Media Management 

CONTENT SOLUTION
Branded Contents

Social Contents

TV Commercial

----

“We provide borderless solution”
우리는 온/오프라인경계없이소비자중심의다양한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annes lions

서울문화재단마음약방캠페인
2016년헬스분야은상/동상수상

대한민국 광고 대상

박카스셀프스캐너캠페인
2016년옥외광고은상/프로모션동상수상

부산 국제 광고제

롯데리얼가나초콜렛캠페인
2015년옥외광고/영상파이널리스트수상

한국광고주협회올해의 광고상

초록우산터치히어캠페인
2017년올해의광고상수상

웹어워드 코리아

신라면세점/유니세프/르꼬끄/앱솔루트등
다수프로젝트대상/최우수상수상

& award

BC카드/카카오톡/신라면세점/한국타이어등
다수프로젝트대상/최우수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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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연간캠페인

2015 ~ 2018 연간캠페인담당

르꼬끄연간캠페인

2015 ~ 2018 연간캠페인담당

휠라코리아연간캠페인

2018 연간캠페인담당

한화투자증권연간캠페인

2018 연간캠페인담당

앱솔루트디지털

2016 ~ 2018 연간운영

넥슨사회공헌연간캠페인

2017 ~2018 연간캠페인담당

소셜미디어통합운영

2017~ 2018  연간운영담당

소셜미디어통합운영

2018 연간운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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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WAYS MAKE

Borderless CAMPAIGN

----
캠페인기획, 광고제작, 매체운영, 오프라인프로모션까지경계를두지않고,

새로운소비자경험을설계하고만들어왔습니다.



청정원_소스로맛보는행복

CLICK HERE

기간 2018.07.23 ~ 진행 중
채널 IPTV, Youtube, Facebook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청정원의 월드테이블소스 제품의 인지도 증대를 위해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머러스 소재 활용.

해외에 가지 않고도 전세계의 다양한 요리맛을 집에서 맛볼 수 있다는 컨셉으로 캠페인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GtcsJIKuxrM&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wVgS_Erm1k


청정원_소스로맛보는행복

CLICK HERE

기간 2018.07.23 ~ 진행 중
채널 IPTV, Youtube, Facebook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청정원의 월드테이블소스 제품의 인지도 증대를 위해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머러스 소재 활용.

해외에 가지 않고도 전세계의 다양한 요리맛을 집에서 맛볼 수 있다는 컨셉으로 캠페인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KzzSoFTPH5I&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wVgS_Erm1k


엠넷_프로듀스48

CLICK HERE

기간 2018.05 ~ 진행 중
채널 IPTV, Youtube, Facebook 외
콘텐츠 플랫폼 개발, 영상, 프로모션
내용 프로듀스 세번째 시리즈 ‘프로듀스48’ 에 대한 사전 관심을 높이고, 코어 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 진행.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에게 응원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과 운영, 음원 사전 공개, 야구장 광고를 통한 이슈 조성.

https://www.produce48.kr/index.php
https://www.youtube.com/watch?v=mwVgS_Erm1k


엠넷_프로듀스48

기간 2018.05 ~ 진행 중
채널 IPTV, Youtube, Facebook 외
콘텐츠 플랫폼 개발, 영상, 프로모션
내용 프로듀스 세번째 시리즈 ‘프로듀스48’ 에 대한 사전 관심을 높이고, 코어 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 진행.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에게 응원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과 운영, 음원 사전 공개, 야구장 광고를 통한 이슈 조성.



시크헤라_The Chichera

CLICK HERE

기간 2018.06 ~ 진행 중
채널 IPTV, CGV Screen, Facebook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드라마 형태의 시즌1 광고에 이어 ‘여자의 복수’라는 주제로 실제 영화 예고편과 같은 형태로 제작.

전국 CGV와 디지털 채널 광고를 통해 여성 타겟들의 호기심 증대와 더불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

http://www.chichera.co.kr/board/board.html?code=chichera_image2
https://www.youtube.com/watch?v=mwVgS_Erm1k


휠라코리아_우리반인생B컷캠페인

기간 2018.04 ~ 2018.06
채널 웹, 모바일
콘텐츠 DA,웹사이트, 프로모션
내용 10대 영타겟을 대상으로 학교/반별 경쟁을 통한 소셜 미디어 이슈를 목표로 캠페인 진행.

타겟들에게 인기 있는 웹툰 캐릭터와의 콜라보레이션과 소비자 언어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

CLICK HERE

http://www.filaclass.com/


휠라코리아_우리반인생B컷캠페인

기간 2018.04 ~ 2018.06
채널 웹, 모바일
콘텐츠 DA,웹사이트, 프로모션
내용 10대 영타겟을 대상으로 학교/반별 경쟁을 통한 소셜 미디어 이슈를 목표로 캠페인 진행.

타겟들에게 인기 있는 웹툰 캐릭터와의 콜라보레이션과 소비자 언어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



에버랜드_2018 봄캠페인 ‘꽃빠＇

CLICK HERE

기간 2018.03 ~ 05
채널 IPTV, Youtube, Facebook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매년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캠페인에서 벗어나 아빠, 남자친구를 주인공으로 진행한 색다른 캠페인.

남자들도 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상 캠페인 진행. 디지털 채널에서 총 1,300만 조회수 달성.

https://www.facebook.com/witheverland/videos/1834496776574853/
https://www.youtube.com/watch?v=mwVgS_Erm1k


에버랜드_2018 봄캠페인 ‘꽃빠＇

기간 2018.03 ~ 05
채널 IPTV, Youtube, Facebook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동일한 컨셉 하에 페이스북에서 인생샷 신청을 받아, 다양한 사연을 선정하여 에버랜드 현장에서 스틸 촬영 진행

이 외 일반 방문객에게도 사진 촬영 서비스를 진행하여 SNS에 꽃 축제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올리도록 유도.



워너원골든스테이션캠페인

2018.03 ~ 2018.04
내용: 아이돌 그룹 [워너원] 의 두번째 앨범 0+1=1(I PROMISE YOU) 발매에 맞춰 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운영

앨범의 Key 오브젝트인 ‘골든링＇을 컨셉으로 팬들이 퀴즈를 통해 광고가 있는 지하철 역사를 찾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인증하도록 유도
채널: 디지털, 옥외, 프로모션
제작: 영상, 배너, 인쇄



차바이오_그레노스마이크로패치

기간 2018.02 ~ Now
채널 웹, 모바일, OOH
콘텐츠 브랜드 네이밍, 영상, 패키지 디자인, 인쇄, 프로모션
내용 차바이오그룹의 마이크로니들패치 제품 런칭 프로젝트로 브랜드 개발(네이밍/디자인) 및 IMC 전략 수립 및 실행

[시간을 되돌리는뾰족한방법] 이라는 Key copy를기본으로 이혜원을 모델로 광고 제작 및 매체 집행.

CLICK HERE

http://www.ghrenos.com/
https://www.youtube.com/watch?v=mwVgS_Erm1k


신라면세점_연간광고대행

CLICK HERE

기간 2015.06 ~ 현재 (3년째 연간 대행)
채널 CATV, IPTV Facebook, Instagram, Bus, Subway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배너, 인쇄, 브랜드 제품 제작
내용 여름/겨울 여행 성수기 출국 예상 고객을 타겟팅하여 광고 캠페인 기획 및 연간 운영

비용 효율성 최적화를 통해 인터넷 면세점과 공항/시내 면세점의 고객 방문 극대화 달성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91&Cate=1


신라면세점_연간광고대행

CLICK HERE

기간 2015.06 ~ 현재 (3년째 연간 대행)
채널 CATV, IPTV Facebook, Instagram, Bus, Subway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배너, 인쇄, 브랜드 제품 제작
내용 여름/겨울 여행 성수기 출국 예상 고객을 타겟팅하여 광고 캠페인 기획 및 연간 운영

비용 효율성 최적화를 통해 인터넷 면세점과 공항/시내 면세점의 고객 방문 극대화 달성

https://www.youtube.com/watch?v=JdyDpANe3zo


르꼬끄스포르티브

2015.11 ~ 현재
채널 웹, 모바일, 소셜미디어(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콘텐츠 브랜드 필름, 디스플레이 광고, 캠페인 페이지
내용 웹사이트 리뉴얼부터 매월 출시되는 제품의 디지털 마케팅 총괄 운영 (기획, 제작 및 매체)

제품별 특성에 맞는 타겟 매체와 인플루언서 관리, 소셜 미디어 총괄 운영
CLICK HERE

http://www.lecoqsportif.co.kr/


AJ셀카_2017 연간광고대행

CLICK HERE

기간 2017.04 ~ 2017.12
채널 CATV, Facebook, Instagram, OOH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브랜드 제품
내용 중고차 매매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한 신규 광고 메시지 개발 및 캠페인 운영.

[내차 팔 때 진짜 내편] 이라는 소비자 관점 메시지를 통한 고객 공감 유도.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311&Cate=1


NEXON_NYPC 2017

CLICK HERE

기간 2017.04 ~ 2018.02
채널 디지털, 소셜미디어, OOH
콘텐츠 영상, 웹사이트, 배너, 인쇄, 브랜드 제품 제작
내용 청소년 대상 프로그래밍 대회 연간 운영을 통한 넥슨 기업 이미지 제고

온/오프라인 홍보 결과로 4,500명의 지원자 확보로 전년 대비 약 2배의 성과 달성.

https://www.nypc.co.kr/main/main.do


시크헤라_소셜패션드라마

CLICK HERE

기간 2017.11 ~ 12
채널 IPTV Facebook, Instagram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배너
내용 여성 타겟들이 선호하는 아침막장드라마 컨셉의 영상 8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특장점을 소구하는 시리즈 집행.

캠페인 기간 쇼핑몰 트래픽 증대 및 신규 회원 유입 확보 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zh9Pm95ITto


청정원X종가집푸디그라운드

CLICK HERE

기간 2017.05 ~ 2017.06
채널 디지털, 옥외, 프로모션, 인터파크 티켓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먹방&쿡방 문화가 대세인 시점, 청정원과 종가집의 레시피를 활용한 푸드 체험 페스티벌.

사전 홍보, 인터파크 연계를 통한 티켓 세일즈, 페스티벌 기획 및 현장 운영, 사후 바이럴 활동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321&Cate=1


한국컴패션_어린이꽃이피었습니다

CLICK HERE

기간 2017.06 ~ 2017.09
채널 Facebook, Instagram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배너
내용 어린이를 꽃으로 표현하여 어려운 모습이 아닌 도움을 통해 밝아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 기획 및 운영, 홍보대사를 활용한 다양한 브랜드 영상 제작. 후원 목표 달성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320&Cate=1


PRODUCE 101_시즌1&시즌2

2015.12 ~ 2017.04
내용: Mnet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프로듀스101의 관심 유도를 위한 사전 광고 및 국민 참여 유도. 

페이스북 기반의 참여 플랫폼 제작 및 운영, 네이버TV 노출을 위한 비하인드 컨텐츠 제작 _ 총 50편 영상 제작, 약 1,700만 조회 달성
채널: 디지털, 옥외, 프로모션
제작: 영상, 플랫폼, 배너, 인쇄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67&Cate=1


PRODUCE 101_시즌1&시즌2

2015.12 ~ 2017.04
내용: Mnet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프로듀스101의 관심 유도를 위한 사전 광고 및 국민 참여 유도. 

페이스북 기반의 참여 플랫폼 제작 및 운영, 네이버TV 노출을 위한 비하인드 컨텐츠 제작 _ 총 50편 영상 제작, 약 1,700만 조회 달성
채널: 디지털, 옥외, 프로모션
제작: 영상, 플랫폼, 배너, 인쇄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67&Cate=1


ETUDE_인생팔레트로 THE 예뻐지쇼

2016.08 ~ 10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한 ‘퍼스널 컬러 팔레트‘ 의 성공적 런칭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으로
소비자들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페이스북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 진행.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한 인지도 및 세일즈 증대에 성공했으며, 기존 방송 대비 높은 반응 달성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303&Cate=1


클리어

2016.07 ~ 2017.06
채널 웹, 모바일, OOH
콘텐츠 디지털 광고, 인쇄, 옥외 프로모션
내용 국내 런칭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브랜드 슬로건 개발 및 제품 디자인 진행. ‘뒤끝없이 쿨한 비듬 샴푸, 클리어＇

제품 체험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체험단 및 경쟁사 고객의 전환 유도 캠페인 진행.



UNICEF_내곁에있어줘

2015.11 ~ 2016.02
내용: 연말연시 후원자 증대를 위한 캠페인 기획 및 운영 / 광고 및 플랫폼 제작 / 데이터 분석 및 성과 관리

주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캠페인 정교화를 통해 목표 후원자 수 및 후원금액 초과 달성
채널: 디지털, 옥외, 프로모션
제작: 영상, 플랫폼, 배너, 디지털 인스톨레이션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72&Cate=4


인크루트_입학이입사다

CLICK HERE

기간 2015.08 ~ 11
채널 CATV, IPTV Facebook, Instagram, Bus, Campus 외
콘텐츠 영상, 웹사이트, 배너, 인쇄
내용 핵심서비스인 [취업학교] 인지도 및 가입 증대를 위한 브랜드 캠페인 진행

취준생의 공감 상황에 대한 시리즈 영상 광고 3편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로 타겟 동선 장악, 광고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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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UDE _핑크위시트리캠페인

2014.10 ~ 12
에뛰드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진행하는 CSR캠페인의 일환으로 강남역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해당 영상은 유투브에서 100만 조회 달성
크리스마스 트리는 연말에는 서울N타워에 설치되어 국내 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브랜딩 진행

CLICK HERE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33&Cate=1


롯데리얼가나파이_뇌는진짜를안다

CLICK HERE

기간 2014.04 ~ 06
채널 Facebook, Instagram, OOH 외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세계최초 뇌파를 활용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경쟁사와의 맛 우위를 증명하는 실험

유투브에서 동영상 조회수 1백만 이상 달성 / 부산국제광고제 본상 수상

https://www.youtube.com/watch?v=1-I8yCtSiac


코카콜라_코크댄스벤딩머신

CLICK HERE

기간 2012.09 ~ 10
채널 Youtube, CGV, Naver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세계최초 모션인식 벤딩머신을 통한 소비자 체험 극대화 > 2PM의댄스를 따라하면 무료 콜라를 받는 벤딩머신 제작

유투브에서 동영상 조회수 2백만 이상 달성 / 2012년코카콜라 글로벌 선정 베스트 바이럴 필름 & 혁신 캠페인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144&Cate=1


코카콜라_코크댄스벤딩머신

CLICK HERE

기간 2012.09 ~ 10
채널 Youtube, CGV, Naver
콘텐츠 영상, 프로모션
내용 세계최초 모션인식 벤딩머신을 통한 소비자 체험 극대화 > 2PM의댄스를 따라하면 무료 콜라를 받는 벤딩머신 제작

유투브에서 동영상 조회수 2백만 이상 달성 / 2012년코카콜라 글로벌 선정 베스트 바이럴 필름 & 혁신 캠페인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144&Cate=1


8 SECONDS_ BRAND LAUNCH

2012.02 
가로수길 내 게릴라 퍼포먼스, 매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쇼
실시간 티셔츠 디자인 & 프린트 프로모션 다양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진행
가로수길 1호점 오픈 3시간 만에 제품 판매 완료

CLICK HERE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46&Cate=1


WE ALWAYS WORK

DIGITAL EXPERIENCE CAMPAIGN

----
디지털시대의소비자경험을가장앞선에서만들어내는도브투래빗!

언제나새로운디지털캠페인을요구하는클라이언트의미션을수행해왔습니다



신한카드

2016.10 ~ 2016.12
OOH, Mobile / VR, Promotion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내 브랜드 부스 기획/제작/운영 총괄 진행
신한카드 FAN서비스 인지도 및 애호도 증대를 위해 VR 컨텐츠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며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기간 내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308&Cate=2


박카스

2016.04 ~ 2015.09
OOH, SOCIAL MEDIA / Film, Promotion
영타겟 확보를 위해 취업/학업/업무 등으로 피로한 2030세대들에게 리프레쉬를 제공.
버스쉘터에서 본인의 피로도를 손바닥 스캔만으로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박카스 쿠폰을 수령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84&Cate=2


아디다스_클라이마칠캠페인

2014.04 ~ 05
오프라인 스토어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 체험형 솔루션 매장 구축
새로운 기능의 신제품 런칭을 알리기 위한 디지털 체험 공간 기획 및 구축, 운영
글로벌 모델인 베컴을 활용한 소셜 미디어 프로모션 제작 및 운영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06&Cate=1


신한카드

2016.10 ~ 2016.12
OOH, Mobile / VR, Promotion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내 브랜드 부스 기획/제작/운영 총괄 진행
신한카드 FAN서비스 인지도 및 애호도 증대를 위해 VR 컨텐츠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며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기간 내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308&Cate=2


한국타이어_퍼포먼스저지

2013.03 ~ 05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이벤트
세계최초 디지털 웨어러블 LED저지 제작_경기 상황에 따라 유니폼에 다양한 메시지와 패턴이 노출
UEFA컵 결승전 경기 시 서포터즈 지원_바이럴 영상 유럽 내 250만 조회수 달성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172&Cate=1


현대캐피탈_스카이워커스홈개막전쇼

2011.10
오프라인 이벤트
스카이워커스 시즌 홈개막전에서 구단 비전 및 시즌 목표를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홈 팬들에게 전달
국내 최초의 프로스포츠 경기 미디어 파사드 쇼 진행

CLICK HERE

http://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35&Cate=1


WE ALWAYS WORK

REMARKABLE SOCIAL CAMPAIGN

----
즉각적인대응과소비자공감대가중요한소셜캠페인을만들어내는도브투래빗!

다양한브랜드의소셜캠페인을통해소셜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남양유업

2018.01 ~ Now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미디어 전략 수립
남양유업 전 브랜드 소셜미디어 채널 연간 운영, 컨텐츠 기획&제작, 채널 광고



르꼬끄스포르티브

2015.11 ~ 2017.1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채널 전략 수립 및 운영, 컨텐츠 기획&제작, 채널 광고

CLICK HERE

https://www.facebook.com/lecoqsportif.korea/


광동제약

2017.02 ~ Now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합웹사이트 운영 전략 수립
광동제약 전 브랜드 컨텐츠 기획&제작, 채널 광고

CLICK HERE

https://www.facebook.com/kwangdong4U/


파파이스

2017.01 ~ 2017.1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전략 수립 및 운영, 컨텐츠 기획&제작, 채널 광고

CLICK HERE

https://www.facebook.com/PopeyesKorea/


신라면세점

2016.09 ~ 1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전략 수립 및 운영, 컨텐츠 기획&제작, 채널 광고

CLICK HERE

https://www.facebook.com/shilladfs/


SSG PAY

2015.08 ~ 2015.12
페이스북
채널 전략 수립 및 운영, 컨텐츠 기획&제작, 채널 광고

CLICK HERE

https://www.facebook.com/ssgpay/


칭따오

2015.01 ~ 2016.05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채널 전략 수립 및 운영, 컨텐츠 기획&제작, 채널 광고

CLICK HERE

https://www.facebook.com/tsingtaokorea


WE ALWAYS WORK

VARIETY PLATFORM CAMPAIGN

----
10년간쌓은경험을토대로가장안정적인디지털플랫폼을구축하는도브투래빗!

수많은브랜드와함께다양한디지털플랫폼을만들어왔습니다



2016 르꼬끄브랜드대표사이트 리뉴얼 2016 첼로커스텀바이크사이트

2015~2017 르꼬끄브랜드웹사이트 11개사이트

2016 현대증권 Olla Healing Money 웹사이트

2016 The ABSOLUT Lounge Seoul 웹사이트

2016 민다브랜드서비스사이트리뉴얼 2016  제스프리브랜드웹사이트2017 파트라 대표사이트 , 쇼핑몰통합리뉴얼

2015  RTSECU.COM 웹사이트리뉴얼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77&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52&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57&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62&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87&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85&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90&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76&Cate=4


2014  KT m&s 홈페이지 리뉴얼 2014 LGD 즐거운직장 통합사이트구축 / 연간컨텐츠운영

2013  Volkswagen The new Polo

2014  폭스바겐골프 7세대 GTI & GTD 웹스페셜

2013  아디다스오리지널스룩북

2015 스마트자전거사이트리뉴얼 2015  We live in Wonderland2015 불스원웹사이트리뉴얼

2013  기아자동차글로벌고객아이디어공모전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193&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185&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167&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27&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05&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09&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38&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37&Cate=4
http://www.dovetorabbit.com/season3/DREAM/work/Detail.php?number=241&Cate=4


PILOSOPHY MISSION HISTORY VISION BUSINESS AWARD CLIENT WORK CONTACT

DOVETORABBIT KOREA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7 Trees 빌딩 10층
(논현동 70-6)

+82-(0)2-552-3577

+82-(0)2-552-3351

dovetorabbit.com/m

문의 / jjang@dovetorabbit.com

DOVETORABBIT ASIA

No.93/352 The Emporio Place Building C 8th Floor Soi

Sukhumvit24, Sukhumvit Rd., Klongton, Klongtoey, 

Bangkok, Thailand 10110

(+66) 2-048-6890

info@dovetorabbit.com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