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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tar Entertainment VISION 

 
먼저“It’s Star” 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Star –ENT 는  
고객과 대행사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행사의 거품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최소의 비용(COST)으로 
최대의 만족감(SATISFACTION)을 주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존재하는 행사의 다양성은 무궁무진하며 그러한 이벤트에 
필요로 하는 아이템마저도 그 범위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아이템들의 질적 수준은 고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행사 전에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SPECIALIST)임을 고객들이 사전에 검증을 하실수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행사 전부터 행사 후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t’s Star –ENT 는 경영자가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요소인 예측
(Forecasting), 시뮬레이션(Simulation), 최적화(Optimization), 
계획(Planning)이라는 4가지 Intelligence 기능을 지원 및 제공합니
다.  따라서 실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당사는Upgrade 된 
Event로 고객과 공급자의 과거,현재, 미래에 대한 Vision과 전략을 
제시하고 자합니다. 
 

귀하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확하고 창의적인 통찰을 가진 성공 마케팅 파트너입니다. 



Take it on your communications 

CEO 

공연기획팀 

프로모션팀 

디자인팀 

지방자치단체, 기업, 문화관광행사기획,대행, 연출, 현장 운영 

매니지먼트사업, 에이전시 사업 

온/오프라인 컨텐츠 개발, BTL마케팅 

디자인 샘플 및 시안 개발, 인쇄제작물 제작/관리 

자문/고문 

BTL 전략기획 축제사업팀 

IT’S Star Entertainment ORGANIZATION 



2005년 05월   “큐브 이벤트” 설립 

2007년 10월   “CUBE-Ent” 명칭변경 

2010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대행  

                    부천 FC 홍보마케팅 제휴사 등록 

                    ”이츠스타엔터테인먼트” 상호변경 

2011년 02월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대행 

                    부천FC 음원제작/홍보사업활동 

2012년 05월   티브로드방송 대행 업체등록 및 방송 제작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위원회 ”통일 골든 벨” 

                    인사동 막걸리 축제 

2013년 03월   아코르호텔 한국 사이트 런칭 기념 행사 대행 

                    베이비뉴스 ‘유모차 걷기대회’대행 

                    S.I.W.A 서울 국제 여성 단체 바자회 대행 등 

2014년 02월   SKT 오프라인 오픈 매장 프로모션 대행 

                    ABC마트 프로모션 대행 

        ~          세아상역기업행사 대행 

                     

2015년 현재    메디 힐 프로모션 대행 등 

2015년 06월   “㈜이츠스타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 

START 

~ING 

IT’S Star Entertainment COMPANY HISTORY 



2009 

행사 대행 및 제작/인력 파견 

내몸에 흐를유 프로모션 전국투어 

빙그레 메타콘 스쿨어택 

농심 너구리 퍼포먼스 서울 전지역 공연 

주류광고 KGB 캐릭터 퍼포먼스 

진로 J 프로모션 서울 전 지역 진행 

성남 우수상품 박람회 

건대 맛의거리 축제 

KT 와이브로  

 

2010 

행사 대행 및 제작/인력 파견 

농심 파워오투 

에띠드 하우스 

관악구민건강한마당 

강남구 그림 그리기 대회 

롯데캐슬 입주기념 페스티벌 

양재천사랑 음악회 

강촌 리조트 권상우 팬 사인회 

바비펫 매장 홍보행사 

SPG센터 기공식 

 

행사대행 

민속 황토마임 퍼포먼스팀 구성 

청량리 롯데마트 오픈 기념 행사참여 

중소기업 국화전 및 작은 음악회 대행 

포천시 4H경진대회  공연기획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창립행사 

다음 첼린지스리그 개막전행사 대행 

스텐다드차타드 착한 목소리 콘테스트 운영대행 

종로대표축제 운영대행 

부천FC 응원가 음원 제작 및 음원 사업개시 

티브로드 방송국 “민주통평 통일 골든벨“  

  방송 제작 

에스케이텔레콤 응답하라 티멤버십 고객 이벤트 

아코르 호텔 한국 사이트 런칭 기념 이벤트 

베이비뉴스 유모차 걷기대회 캠페인 

S.I.W.A 바자회 

다크둠 전국 홍보 프로모션 대행 

 

 

2011 ~ 2013 

IT’S Star Entertainment HISTORY 



프로모션 대행 

SK텔레콤 수도권 프로모션  

세아상역 기업행사 연간 대행 

ABC마트 프로모션 연간 대행  

호즈 프로모션  

JTN미디어   

롯데월드 나이트파티  

현대백화점 연간 대행 

초경량비행장치사업등록 

현대백화점 충청점 3주년 기념 홍보영상제작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항공촬영 

ABC마트 드론광고 

현대백화점 드론광고 및 이벤트 진행 

도봉창의 과학전 드론체험부스 운영 

2014 ~ 2015 

IT’S Star Entertainment HISTORY 

프로모션 대행 

광진구 아차산 해맞이 축제 기획 

삼성물산 삼성쇼핑, 에잇세컨즈 프로모션 

앰브로시아 프로모션 

 

 

 

 

 

 

2016~ 



PR 
Promotion 

행사기획 

제작물 

공연기획 및 배급 

“IT’S STAR-ENT”는 자체 행사지원 시스템으로 

 Client 의 프로젝트를 완벽히 연출해 드립니다. 
사업부소개 

- Brand Luncheon 

- 기업PR 

- Sales Promotion 

- 스포츠 마케팅 대행 

- 행사인력파견 운영대행 

- 공연기획 

- 각종문화행사 

- 송년회,체육대회 

- 기공식,준공식 

- 스포츠마케팅대행 

IT’S Star Entertainment BUSINESS 

항공촬영 
홍보영상제작 



기업과 고객의 고민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PIN-POINT MARKETING 전문기업, IT’S STAR Entertainment! 

실무적이며, 저렴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최대효과를 

누리는 LOW-COST PRICE MARKETING 전문기업 IT’S STAR Entertainment 

PROJECT FLOW 

Target 
Approach 

Concept 
Creation 

Programming 

Target  Approach    Target  DB 구축 

Concept  Creation   과학적 DATA에 의한 Concept설정 

                            Brand / Target / Concept 

                            Communication을 위한 표현 Concept 도출 

Programming         Event Item / Program 설정 

                            구성계획/ 기획, 제작계획수립 

IT’S Star Entertainment BUSINESS 



대학축제, 페스티벌, 지역문화행사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 각종 축제, 기업이벤트 및 전시이벤트, 공연기획 등 기획부터 디자인, 설계, 제작까지 창조적인 마인드로  전문가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준/기공식, 체육대회, 송년회, 창립기념행사,  VIP초청음악회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 각종 축제, 기업이벤트 및 전시이벤트, 공연기획 등 기획부터 디자인, 설계, 제작까지 창조적인 마인드로  전문가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제품 런칭행사, SP행사, 로드 프로모션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 신제품 런칭, 로드쇼, 기업마케팅, 준공식, 기공식, 시상식, 체육대회 등 



IT’S STAR 공연팀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전속디제이/ KPOP댄스/ 가수/ 전자현악/ 퓨전국악/ 뮤지컬/ 브라스밴드/ 칵테일쇼/ 태권도쇼/ 레이저쇼/  캐릭터쇼/ 저글링공연팀 등등 

이츠스타엔터테인먼트 ‘공연배급’홈페이지 



Promotion 

Convention 

Sport Marketing 

Party 
아코르 호텔 홍보 프로모션 

(S.I.W.A) 시화 국제바자회 

다크둠 코리아 홍보 프로모션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festival 

Motor Show 

                                                                  당신의 

1% 관심이,  

99%의 열정이 됩니다! 



닛산 GTR 트랙데이 행사 

포도데이 축제행사 대행 

유모차는 가고 싶다 걷기대회 대행 

Promotion 

Convention 

Sport Marketing 

Party 

festival 

Motor Show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당신의 

1% 관심이,  

99%의 열정이 됩니다! 



365 걷기대회 행사 

사과데이 축제행사 대행 

베이비뉴스 컨퍼런스 행사 

Promotion 

Convention 

Sport Marketing 

Party 

festival 

Motor Show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당신의 

1% 관심이,  

99%의 열정이 됩니다! 



㈜서비스인 체육대회 진행 

㈜세아상역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백화점 프로모션 행사 

Promotion 

Convention 

Sport Marketing 

Party 

festival 

Motor Show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당신의 

1% 관심이,  

99%의 열정이 됩니다! 



ABC-MART 프로모션 행사 

메디힐 마스크드레스 B2B 프로모션 행사 

NUOVO 인스타그램 프로모션 행사 

Promotion 

Convention 

Sport Marketing 

Party 

festival 

Motor Show 

IT’S Star Entertainment PORTFOLIO 

                                                                  당신의 

1% 관심이,  

99%의 열정이 됩니다! 



Address 

Telephone No. & E-mail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49-1          /        www.itsstarent.com 

담당실장 신동기 010-8638-9044     cube-ent@hanmail.net 

Tel. 070 – 4133 – 5776    /    Fax. 02) 6007- 1835 

IT’s STAR 

IT’S Star Entertainment CONTACT INFORMATION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