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marke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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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광고든, 광고가 아니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가능한 모든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합니다



Introduction

Creative match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연결한다.

연결의 시대에는 관점의 기준도 바뀐다.
디지털 세상의 연결 솔루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Creative match BI development
Creative match Website / SNS creation & maintenance

Creative match on-off line AD & promotion
Creative match SNS & viral marketing

Creative match film

연결된 세상 속에 비범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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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Communication 

Platform Company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비범한 연결(Creative match)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도아만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으로

브랜드와 소비자가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bout us

ceo : 이성식 |     headcount : 42명 |     add : 서초구 서초동 1630-5 2층 |     url : www.e-do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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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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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5
• 소다(DFD) 통합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업체 선정

• 아머스포츠 글로벌 쇼핑몰 운영 관리 업체 선정

• 지엔코스타일 브랜드 통합 쇼핑몰 개편 업체 선정

• MICHAEL KORS 글로벌 사이트 운영 업체 선정

• VANS KOREA 이커머스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개발 업체 선정

• 셀트리온 스킨큐어 통합 커머스 기능 고도화 및 운영 업체 선정

• MCM M5 app Renewal 제작 업체 선정 및 MCM 운영 관리 업체 선정

• (주)지엔코 신규 브랜드 코벳블랑 이커머스 구축 및 운영 관리 업체 선정

2014 - 2013 • (주)시선인터내셔널 브랜드 및 이커머스 운영 관리 업체 선정

• (주)세정 전 브랜드 홈페이지 Renewal  및 운영관리 업체 선정

• (주)더베이직하우스 전체 브랜드 이커머스 운영관리 업체 선정

• DIADORA 브랜드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체 선정

2012 - 2009
• (주)휠라코리아 브랜드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마케팅 운영관리 업체 선정

• 베이직하우스 & 마인드브릿지 이커머스 운영관리 업체 선정

2018 - ing
• 노스페이스 자사물 운영 업체 선정

• 영원아웃도어 자사몰 운영 업체 선정

• 에스테덤(바이오더마) 뷰티 자사몰 운영 업체 선정



혁 신 과 변 화 의 요 구

우 리 만 의 독 보 적 인

커 뮤 니 케 이 션 솔 루 션

Business

변화된 환경 속에서 브랜드가 소비자와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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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able doa’s 3 value

Business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개발과

지속성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컨텐츠 정보 전달 방안 제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컨텐츠에 대한 소통 방향 제시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Value 

consumer

가치소비자

Value 

network

가치네트워크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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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람 ㆍ 공 존 ㆍ 기 술

풍 요 로 운 기 술 과 솔 루 션

그 리 고 새 로 운 비 전

인문학적 사고에 의한 creative match의 컨텐츠 개발 & 3value 전략으로

클라이언트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Business

Remarkable doa’s 3 platform

Brand

platform

Contents

platform

Communication

platform

Creative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Viral Film & Network Design

Website creation & maintenance

SNS creation & maintenance

on-off line AD & maintenance

Brand Identity Development

Brand Design Development

Brand Communication Develop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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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비즈니스 목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며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브 랜 딩 과 세 일 즈 를 위 한

디 지 털 , 그 이 상 의

성 공 마 케 팅 솔 루 션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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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컨설팅, UI/GUI 디자인, 개발, 운영 및 온/오프라인 통합 디지털마케팅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주)도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Desk
Research

User
Research

UX
Strategy

UI Development

GUI

운영구축UX컨설팅

Maintenance
Service

Management

Viral 
Marketing

IMC 
Campaign 

Social Media 
Marketing

디지털마케팅
온/오프라인통합마케팅

Media 
Planning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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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기반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그룹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아래, 고객기업의 비즈니스 성공과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 Strategy planning

• e-biz Consulting

• Website Development

• Interactive Media

• website Maintenance

미래지향적 시각과 통찰로 세대를 앞서는 트렌드와
신기술을 선점해 기업 브랜드를 담아내는 통합 비즈니스
방법을 제공합니다

• Smart Media Consulting

• Mobile Website Development

• Application Development

• Mobile Maintenance

• Digital Publishing

Smart media service

브랜드가 직면한 미디어 환경과 타깃 고객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을 계획합니다

• Brand Marketing

• Digital media Planning

• Campaign & Promotion

• Social media Marketing

• Viral Marketing

• Mobile AD

Online service
모든 디지털 미디어의 혜택이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 Web Accessibility

• Web Standardization

• UX Strategy

• UI Design

• Multi Platform

Open web service

Web service



도전정신을 가진 우리를 만나면 온라인 브랜드 가치창출을 이룰 수 있습니다.

Clients

We ru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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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uild Strategic

Digital Platforms

웹사이트, 모바일사이트,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만듭니다.

각 브랜드의 타깃과 니즈에 최적화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집행하였습니다.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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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e with partners
“Breezecommerce”

도아는 파트너사와 기술 협업을 통해, 다수 메이저 브랜드 커머스 플랫폼 운영과

오픈마켓 연동, OMS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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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Brand

Platform
WEB / APP

노스페이스 자사몰 기능 고도화 및 운영

영원아웃도어

• 컨텐츠 디자인 제작 및 업데이트 운영 관리

• 상품 및 쿠폰 관리, 온라인 광고 운영 관리

• 기타 프로모션 컨텐츠 제작 및 운영 관리

살로몬 자사몰 기능 고도화 및 운영

아머스포츠

• 컨텐츠 디자인 제작 및 업데이트 운영 관리

• 상품 및 쿠폰 관리, 온라인 광고 운영 관리

• 기타 프로모션 컨텐츠 제작 및 운영 관리

http://www.yidopottery.com/


PORTFOLIO 
Brand

Platform
WEB / APP

에스테덤 뷰티 자사물 운영 관리

나오스코리아

• 컨텐츠 디자인 제작 및 업데이트 운영 관리

• 상품 및 쿠폰 관리, 온라인 광고 운영 관리

• 기타 프로모션 컨텐츠 제작 및 운영 관리

마이클코어스 이커머스 운영

• 마이클 코어스 글로벌 브랜드 직영몰 운영

• 시즌 비주얼 교체 및 컨텐츠 디자인 제작 및 업데이트 운영 관리

• 상품 편집 및 업데이트 관리

마이클코어스코리아 유한회사



PORTFOLIO 
Brand

Platform
WEB / APP

DFD PLUS(소다) 이커머스 리뉴얼 및 운영

(주)디에프디인터내셔날

• PC/모바일 웹 이커머스 리뉴얼 및 운영 관리

• 최근 트렌드에 맞는 UI / UX 개편

• 외부 연동몰과 통합 관리가 편리한 관리자 기능 개발

지엔코 스타일 브랜드 통합 이커머스 리뉴얼

(주)지엔코

• 여러 브랜드 통합에 맞는 UI / UX 리뉴얼

• 최근 트랜드에 맞는 O2O 기능 개발

• 각 브랜드 컨셉을 볼 수 있는 브랜드 페이지 통합

http://www.yidopottery.com/


PORTFOLIO 
Brand

Platform
WEB / APP

코벳블랑 이커머스 구축 및 운영

지엔코

• PC/모바일 웹 이커머스 구축 및 관리자사이트 구축

• 메인 컨텐츠 및 레이아웃들이 유기적으로 변형이 되어 노출 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제공

• 신규 커머스 홍보를 하기 위한 다양한 쿠폰 시스템 및 판매 형태 기능 제공

FILA 이커머스 컨텐츠 제작/운영

(주)휠라코리아

• 휠라 이커머스 주력 제품 기획전 및 상품 컨텐츠 운영 관리

• 제품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여 노출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기여

http://www.yidopottery.com/


PORTFOLIO 
Brand

Platform
WEB / APP

형지 I&C 기업 및 브랜드 통합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형지아이엔씨

• 기업 사이트 및 4개 브랜드 사이트 통합 구축

• PC, MOBILE 환경에 맞는 UI / UX 개발

케이브랜즈 기업 및 브랜드 통합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케이브랜즈

• 기업 사이트 및 4개 브랜드 사이트 통합 구축

• 시즌 별 비주얼 교체 및 기타 컨텐츠 운영 관리

http://www.yidopottery.com/


PORTFOLIO 
Brand

Platform
WEB / APP

MCM Bluetooth APP 개발

(주)성주 R&D

• 스마트폰의 전화, 문자, SNS등 알림 정보를 CHARM으로 연동하여 노티 제공(블루투스)

• 간결하고 직관적인 UX를 위해 깊지 않은 Depth로 구축

• 글로벌 관광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제공 (중문, 영문)

MCM 이커머스 앱 구축 및 운영

성주디앤디

• Android / IOS 버전의 이커머스 APP 구축 및 관리자 사이트 구축

• 상품보다는 컨텐츠 및 비주얼 중심의 커머스 APP

• 2017년 다국어 서비스 추가 개발 진행 중

http://www.yidopottery.com/


MARCBRICK 
Brand site   /   www. marcbrick.co.kr

Platform
PC / MOBILE

http://marcbrick.co.kr/


SHESMISS 
Brand site   /   www.shesmiss.co.kr

Platform
PC / MOBILE

http://www.shesmiss.co.kr/


LIST 
Brand site   /   www.e-list.co.kr

Platform
PC / MOBILE

http://www.e-list.co.kr/


ETRO 
Brand site   /   www.etromilano.co.kr

Platform
PC

http://www.etromilano.co.kr/


rrig
Brand site   /   www.rrig.co.kr

Platform
PC / MOBILE

http://www.rrig.co.kr/


YIDO 
Brand site   /   www. yidopottery.com

Platform
PC / MOBILE

yidopottery.com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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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mmunicate through 
Social System

우리는 소셜채널을 통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부터 SNS까지 브랜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을 도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Project brief

FILA 젤라또 제품 홍보 및 이슈화를 위한 ‘젤라티커’ 온라인 캠페인 프로모션.

운동화 ‘젤라또’ 제품을 스티커 모양으로 만든 젤라티커(젤라또+스티커)를 매장에서 배포, 젤라티커를 붙인 다양한 모습을 촬영해 #GELATICKER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셀럽을 비롯한 타겟 일반인이 참여 하였으며, 고객과 브랜드간의 양방향 소통

을 강화한 대표적인 캠페인 프로모션 입니다. 브랜드 제품 홍보와 더불어 FILA 기업 이미지를 타겟층에 어필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의 유기적인 협

업을 통해 일반인은 물론 마케팅 업계에 대표적 성공 케이스로 각인 되었습니다.

FILA 젤라티커
Campagin /   www.fila.co.kr

Platform
ON-LINE / SNS

http://www.fila.co.kr/


Project brief

FILA 헤리티지 제품을 메인으로 ‘모두의 마이크’ 오디션을 통해 진행 기간 중 지속적인 스폰서쉽 홍보 진행.

제품 타입에 따라 힙합 매니아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제품 노출 및 오디션 중의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가리온(MC메타, 나찰)을 비롯해 게스트로

출연한 MC(빈지노, 타블로, 딥플로우 등)를 통해 추가적인 착장 및 이미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자들 중 본선에 올라간 인원에 한해

FILA 스타일링을 선보였으며, 관객들에게 FILA 헤리티지 제품의 스트릿 이미지와 함께 온/ 오프의 유기적인 이벤트 노출로 호응을 받은 프로모션입

니다.

FILA 모두의마이크
Sponsorship   /   www.fila.co.kr

Platform
ON-LINE / SNS

http://www.fila.co.kr/


Project brief

한글의 아름다움을 패션으로 승화시키자는 주제로 6명 작가의 28개 티셔츠를 한정판 제작, 판매를 연계시킨 캠페인.

베이직하우스 브랜드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 캠페인성 프로젝트로 진행 후 SNS의 소셜 채널 및 온라인 바이럴을 연계 활용하여

프로젝트 이슈 및 관련 컨텐츠를 추가 생산하고 캠페인 이슈를 확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 연령층에 대한 한글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

으며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한글의 이미지 다양화, 베이직하우스의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입는한글 展
Campaign /   www.basichouse.co.kr

Platform
OFF-LINE / SNS / GOOGLE GDN



Project brief

인문학을 통한 직장인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된 캠페인성 프로모션.

워킹 피플을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인 마인드브릿지 콘셉에 맞추어 타겟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휴머니스트 느낌의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공감 및 관심 유도와 함께 마인드브릿지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을 구축시켰으며, 지속적인 진행으로 브랜

드 고유의 프로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외 추가적인 온라인 마케팅 연계를 통해 신규 고객 유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마인드브릿지 인문학콘서트
Campaign /   www.mindbridge.co.kr

Platform
OFF-LINE / SNS



Project brief

신규 런칭 브랜드의 브랜드 확산 및 브랜딩 구축을 위한 오프라인 중심의 프로모션.

금고 형식의 매장 인테리어를 모티브로 매장 앞 금고 세트 설치 후 ‘스펠로의 가치를 훔쳐라’ 라는 콘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GET하는 느낌에 포인

트를 두고 금고 안 스펠로 경품을 넣은 뒤 꺼낼 시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펠로 매장 홍보 및 프로모션 이슈화에 성공했습니다. 

몰래카메라 형식의 프로모션 메이킹 영상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의 프로모션 확산 마케팅이 연계되었으며, 종료 후 메이킹 영상을 메인으로 유튜브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고 진행되어 추가적인 이슈화를 성공 시켰습니다.

스펠로 금고를털어라
Promotion /   www.spello.co.kr

Platform
OFF-LINE / Viral / SNS



Project brief

하이엔드 브랜드의 브랜드 확산 및 실제 구매 유도를 위한 프로모션.

하이엔드 브랜드의 특성상 고소득층의 왕래가 활발하고 마크브릭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 광장을 메인 플레이스로 진행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 마크브릭 입점 백화점 내 Magic Sitting 세트를 설치 후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 인테리어와 세트를 활용하여 마크브릭 슬랙스의 편암함

을 콘셉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되었으며, 직접적인 매장 방문과 온라인의 이슈를 위한 SNS 인증샷을 이벤트 연계하여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

다.

마크브릭 슬랙스가나의 의자를빼앗았다
Promotion /  marcbrick.co.kr

Platform
OFF-LINE / SNS



Project brief

설화수 매거진 10주년 기념으로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아름다움’ 콘셉의 보이스 캠페인.

기존 설화수 VIP 고객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아름다운에 대한 세대별 인터뷰를 모바일 상으로 보이스를 공개 진행 햇습니다. 

설화수 브랜드 이미지와 적합한 프로모션 이미지 메이킹을 브랜딩 파워를 구축하였으며, 설화수 특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 각의 세대에 잘 녹여

표현하여 소비자의 공감 및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설화수 조화로운아름다움, 설화수여성들의 리얼보이스
Campagin /   www.sulwhasoo.com

Platform
ON-LINE / SNS



Project brief

창립 10주년 기념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캠페인 프로젝트 진행.

기존 메인 타겟층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주 타겟층인 40대 층의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휴머니즘 컨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엄마’로

살기 위해 본인의 아름다움을 포기했던 엄마의 ‘miss’ 시절을 되돌려준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 공모 후 당첨자에게 몰래카메라 형식의 메이킹 영상

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으로 지센 스타일링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영상 컨텐츠로 구현해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입니

다.

Zishen Miss Mom 
Campaign  / www.zishen.com

Platform
ON-LINE / SNS



Making Film
Brand Season Making

Platform
VIDEO

FILA 김수현 Making SHESMISS 전지현 Making MARMOT 공유Making

ELLE GOLF Making ELLE SPORT 최여진 Making MINDBRIDGE 박신혜/성준Making

THE CLASS CN BLUE Making HATS ON 공효진Making ZISHEN HOMME 하석진Making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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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know what ads work 
for target consumers

고도화된 디지털 미디어 운영 지원을 통해 최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 냅니다.

브랜드가 소통할 수 있는 소비자 접점과 이슈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브랜딩 뿐만 아니라 sales도 증가시켰습니다.



MINDBRIDGE
e-commerce site  /   www.fila.co.kr

Platform
Web, Mobile

http://www.fila.co.kr/


JUCY JUDY
e-commerce site  /   www.jucyjudy.co.kr

Platform
Web, Mobile

http://www.jucyjudy.co.kr/


THE CLASS
e-commerce site  /   www.e-theclass.co.kr

Platform
Web, Mobile

http://www.e-theclass.co.kr/


INTERVIEWSTORE
e-commerce

Platform
AD BENNER



노스페이스
e-commerce

Platform
기획전



SALOMON
e-commerce

Platform
AD BENNER



FILA
e-commerce

Platform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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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