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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Branding

Vision

Modern
Experimental

Quality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퀄리티와 실험적 철학을 가진 제품으로 마켓을 

선도하는 Breath Care Brand입니다.
Mission

Qualifying
Every Breath
of Your Life.

닥터폴스는 점점 세분화되고 파편화되는 의학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26,000번의 더 나은 숨결을 제시합니다.

닥터폴스는 기능적 측면만 주로 강조되었던 기존의 마켓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제품을 통해,

닥터폴스의 실험정신과 좋은 제품의 질을 느낄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고민한 제품만을 탄생시킵니다.



매 시즌마다 상품과 연계되는 아트 캠페인을 릴리즈함으로서,

사물들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일상 속에 즐거움을 주고자 합니다.

Campain & Art-workBranding



인스타그램 / 유튜브 / 페이스북 등의 자체 SNS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닥터폴스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며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Homepage / SNS Branding



PRBranding

현장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리며, 보다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노출시도와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ConferencePop-Up Store Magazine



Online ADAdvertisement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연령대별 친근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콘텐츠 노출시키고

디양한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SNS AD Web Banner AD Commerce Search AD



SNSAdvertisement

소비자들의 연령대 광고 콘텐츠 기획 및 매체 진행

[20-30대] 
Facebook  & Instagram

[20-40대] 
Kakao

[40-60대] 
Band & Facebook



Web Banner AD     Advertisement

네이버 쇼핑 광고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구축

[네이버 모바일 메인 배너 광고][네이버 하단 패션뷰티 배너 광고][네이버 쇼핑 광고_1페이지 노출 유지] 



제품 인지도 상승을 위한 커머스 플랫폼별 관련 키워드 상위 노출 유지

Commerce Search ADAdvertisement

[위메프] [티몬] [옥션] [G마켓] 



지속적인 제품 리뷰 포스팅를 통한 제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신뢰도 향상

Viral Advertisement

[파워블로거들을 활용한 제품 리뷰 포스팅] [유튜버 리뷰 협찬 광고] 



Co-working SpaceCollaboration

3-1. 오피스에서 공유하는 특별한 양치경험

2018. 06 ~  현대카드 Black studio 오피스 제휴 (배치& 행사사진) 

2018. 10 ~  전 세계 최다 지점을 보유한 공유오피스 WEWORK 제휴(배치&행사사진)

2018. 12~  한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공유 오피스 FASTFIVE 제휴 (배치사진)

STUDIO BLACK



Dental ClinicCollaboration

3-2. 구강 전문의들이 선택하는 닥터폴스

2018. 10 ~  온누리 약국 스토어 제휴 (사진)

2019. 04 ~  200여곳의 치과 제휴 (제휴 치과 로고들 모음)

2019. 02 ~ 한국 아나운서 협회 제휴사

Dental

Clinic



OthersCollaboration

3-3. 부티크 호텔, 리조트 등 고급 휴양시설 제휴 진행중

Hotel

Boutique

Resort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