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독스 WAPP 회사소개서 
Digital Online Knowledge Sexy 
IMC Promotion Perfoemance 



우리는, 잘 합니다. 

I M C 



회사명 ㈜독스  대표이사 김수연 

주요서비스 광고 설립일 2006년 10월 22일 

주요사업 공연전시 및 운영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319 조우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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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과, 해낸 숫자 



저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기업 



Strength of DOKS 



• 세타필, 2011년 매출 100억. 2013년 매출 1천억 돌파 

• 11번가, G마켓 지드레곤에 맞서 정형돈 모델 발탁 

• LG U+, SPOTV 와 손잡고 프로야구 전 경기 무료시청 단행 



• 티웨이항공 2019년 1월 특가 

• AJ 전시몰,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레드프라이스’ 행사 개최 

• BBQ치킨, 펜타포트 락페스티발 참가 확정 

• 고용노동부, 전북대학교 대상,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실시 



• 11번가, 에뛰드하우스*롯데백화점 오프라인 이벤트  

• 11번가, 쇼킹딜까지 2채널 전략 단행 

• 벅스뮤직, 헬로비너스 홍보대사 임명 및 신규 어플 출시 



세타필(갈더마코리아) 

2009년 부터 2023년 지금까지. 전사총괄마케팅 운영 

 

네이버채널 총괄기획 및 관리 

병원판매 전용제품에서 전국구 대중적 스킨로션으로 



벅스뮤직(네오위즈) 

공식채널 (sns 및 블로그) 의 운영 및 관리 

 

PR/ 언론사대상 홍보콘텐츠 제작 

차병원 제휴. 태교음악 런칭 

헬로비너스(나라) 최초 메인모델 발탁 



숙취해소제 레디큐(한독약품) 

박나래. 샘킴쉐프 SNS 전용모델 채용. 운영 

 

네이버채널 총괄기획 및 관리 

체험단마케팅 및 셀럽 단컷 제작. 인플루언서 IMC  



좋은느낌(유한킴벌리) 

온라인 평판관리 및 여성커뮤니티 대면관리 

 

여성, 육아 커뮤니티 대상 제휴마케팅 및 단독DA 집행 

CSR 바이럴. 생리대 무료제공 및 여학교 방문 콘텐츠  



11번가(SKP) 

2010년 부터 2023년 지금까지. BTL  

 

모바일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운영 

판매자센터 CS관리 

정형돈 모델발탁 및 기사, 바이럴, 콘텐츠 제작 



하겐다즈 

시크릿센세이션 미니컵, 파인트컵 사이즈런칭 캠페인 

 

기자초청 런칭행사 및 홍보영상 기획. 제작. 배포. 바이럴 

캠페인사이트 제작 및 SNS IMC 



Our SHOW 



K Global 평화콘서트. In Manila 

Client KBS Media 

Artist 싸이, 샤이니, 비투비, B1A4, AOA 등 

Detail 프로토콜, 관객경호, 안전운영, 백스테이지 운영 

Venue Mall of Asia Arena. Manila 



시아준수 (Xia) 방콕투어 

Client C-Jes Ent. 

Artist 시아준수 

Detail 프로토콜, 진행 (운영, 경호, 관리 등) 

Venue Thunder dome. bangkok 



허위주 (Timmy Xu) 한국공연 

Client weibo 

Artist Timmy Xu 

Detail 프로토콜, 진행 (운영, 경호, 관리 등) 

Venue Kbs arena. Seoul 



VIXX (빅스) 방콕 쇼케이스 

Client SNP 

Artist VIXX 

Detail 프로토콜, 진행 

Venue Siam Square. Bangkok 



SBS 슈퍼콘서트 in 수원 

Client BBQ 

Artist 워너원, 아이콘, 블랙핑크, 레드벨벳 등 

Detail 의전, 티켓팅, 마케팅, 프로모션 

Venue 수원월드컵경기장 



2014~2018 고려대학교 석탑대동제 

2018 고연전 폐막식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QUINQUATRIA 'Chill out' 

2018 서강대학교 동연제 

2018 충북대학교 대동제 

2018 장안대학교 축제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QUINQUATRIA vol.1 

2018 한양대학교 봄 축제 

2018 삼육대학교 축제 

2018 추계예술대학교 축제 

2017 숭실대학교 벚꽃축제 

2017 상지대학교 가을 캠핑 행사 

2017 단국대학교 DANFESTA 

2017 대진대학교 축제 

2017 서강대학교 문화제 



- 아식스 젤마리 런칭파티 

- 뉴발란스 574 런칭파티 

- 롯데호텔 제주 블랙포크 페스티벌 

- Dazed * 분더샵 10주년 기념파티 

- 롯데호텔 할로윈파티 

- 르꼬르 스포르티브 부기나이트 

- 롯데 시티런 

- 속초 청사초롱 불빛축제 

- 데드풀2 영화시사회 

- KT wiz * BBQ치킨 시구 

- 미스틱 엔터테이먼트 김종국*하하 네이버예능        More . . . 



We need your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