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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ty Entertainment
Fashion Mall ‘Enter-6’

엔터식스는 고객의 Needs와 Wants를 사명의 의미를

담아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및 직관적 인지 등

여섯개의 감각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션 유통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 엔터식스는?

엔터식스는 “365일 즐거운 파티로 가득한 패션쇼핑몰 입니다”

2. 엔터식스 사명의 식스는?

엔터식스의 식스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및 육감을 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둘째, 매장을 구성함에 있어 서로 다른 6가지 테마의 에비뉴 구성으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 입니다.

3. 엔터식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1_ 엔터식스는 교외형 아울렛이 아닌 역세권 및 포켓상권을 개발, 공략하여 지역상권내 랜드마크化

2_ 백화점과는 다른 타켓 고객층을 대상으로 SA급 BRAND을 입점시켜 매출 및 이익 효율의 극대화

3_ 국내 최초로 유럽형 스트리트매장을 표현한 인테리어 컨셉과 차별화된 비쥬얼 전략으로 매장의 高 부가가치 실현

4_ 차별화된 이벤트, 프로모션 및 마케팅 전략과 국내 유수의 업체와 코웍을 통한 고객의 충동집객화 및 고객 충성도 강화

5_ 고객 밀착형 CS프로그램으로 고객과의 접객시 최상의 서비스 실현

Prologue



Overview
(주)엔터식스 패션쇼핑몰(ENTER-6)    [store.enter6.co.kr]  [enter6.co.kr]

유럽스타일의 테마형 패션 쇼핑몰  [의류, 잡화, F&B]

1994년 12월 28일  [종업원수 135명 / 아웃소싱 제외]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프라임센터 38~39F

왕십리역점

강변 테크노마트점

상봉점

강남점

천호역점

안양역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민자역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73-10 이노시티 A. B 동

한양대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55-1 주상복합

3호선 고속터미널 역 지하 1층

5호선 천호역 지하1,2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민자역사

회사명

업종

설립일

위치

지점

김상대 회장

(주) 미주교역 대표이사 [의류제조업]
- 영 캐릭터 캐쥬얼 KOOGI 브랜드 런칭. 매출액 100억원 / 인테리어부문 최우수 브랜드 선정

(주) 쿠기어드벤쳐 부사장 [경영 및 영업부문 총괄]
- 영 캐릭터 캐쥬얼 KOOGI 시장점유율 1위, 매출액 1,000억원 / 영 캐릭터 KIRARA / 여성 캐릭터 SHOW BIZ 등 (백화점등 500여개 매장 운영)

(주) 엔터식스 패션쇼핑몰 회장
- 엔터테인먼트 패션 쇼핑몰 7개점 (2020년 중소. 중견 기업 혁신대상 / 경영혁신 중소기업 선정 /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 모범 납세자상 수상

대주주

주요현황
(1988~현재)



2022. 10  고객만족 우수브랜드 대상 (머니투데이)

2022. 0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1. 03 “모범납세자 포상 수상”국세청장상

2020. 12 “중소ㆍ중견기업 혁신 대상”헤럴드경제ㆍ코리아헤럴드

2019. 08  엔터식스 안양역점 OPEN

2018. 05 “나이스기술평가 우수기업인증서”쇼핑몰 디자인기술

2018. 04 “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유통/패션쇼핑몰 부문

2017. 11   엔터식스 천호역점 OPEN (10호점)

2017. 03   “머니투데이 소비자(고객) 만족 대상”

2017. 01   엔터식스 강남점 OPEN (9호점)

2016. 09   할라고 압구정 선상점 OPEN (F&B 1호점) → 17년 8월 양도

2016. 03“대한민국 미래선도 파워브랜드 수상” 패션쇼핑몰 부문 

2015. 09   대우증권 투자금 160억 유치 (총 자본금 69억원) 

2014. 12   파크에비뉴 엔터식스 한양대점 OPEN (8호점)

2014. 12“2014년 웹어워드 코리아 기업 유통분야 최우수상”유통부문

2013. 11  엔터식스 상봉점 OPEN (7호점)

2013. 08“2013년 대한민국 SNS 대상”패션쇼핑몰 부문

2012. 12   엔터식스 강변테크노마트점 (6호점) OPEN

2012. 03   엔터식스 가든파이브점 OPEN (5호점) → 15년 9월 양도

2011. 12   서비스품질인증획득(인증기관: 중국관광청)

2010. 12   엔터식스 동탄메타폴리스점 OPEN (4호점) → 21년 1월 종료

2010. 06   엔터식스 부산스펀지점(위탁) OPEN(3호점) → 종료

2008. 09   (주)디딤인에서 (주)엔터식스로 상호변경

2008. 09   엔터식스 왕십리점 OPEN (2호점)

2004. 05   엔터식스 코엑스점 OPEN (1호점) → 13년 8월 종료

1997-2003  패션 OUTLET MALL 
                 문정, 창동, 청주, 의정부, 가락, 부산 운영

1996. 08   (주)덤프에서 (주)디딤인으로 상호변경

1994. 12   (주)덤프 법인설립

Our history



“20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2022년 03월 “2022 고객만족 우수브랜드 인증서”2022년 10월 “2021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2021년 05월

대표자명 : 김상대

기술등급 : 최우수(T-3)

기술분류 : 전자상거래(108976_1)

기술명칭 : 의류 및 잡화 등의 전자상거래

(주)엔터식스패션쇼핑몰

인증기간 : 2021.05.21 ~ 2022.05.21

제 NICE-2021-77-001734 호

Awards



Awards

대한민국 기업 경영 I 대상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I 대상머니투데이 I 소비자만족대상

대한민국 히트브랜드 I 대상2020 헤럴드경제 I 중소중견기업혁신 대상 2019 머니투데이 I 소비자 만족 대상

2022 머니투데이 I 고객만족 우수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SNS I  대상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I  대상

한국관광공사 I 국가 인증 우수 쇼핑몰중국 관광청 서비스 품질 인증

Awards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I 대상

제7회 대한민국 I 인터넷 소통 대상대한민국 미래선도 파워브랜드 I 대상 웹어워드 코리아 I 유통분야 최우수상



Store info 매장현황 . I

구 분 엔터식스 왕십리역점 엔터식스 강변점 엔터식스 상봉점

위 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 
왕십리민자역사 내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내

서울 중랑구 상봉동
73-10 주상복합

상업시설 이노시티 내

개점일 2008.09.05 2012.12.14 2013.11.28

임대기간
준공일로부터 30년

(연장 30년)
2029.04.03까지

(연장 가능)
입점일로부터 10년

(연장 가능)

임대면적
영업면적

14,472.0㎡(4,378평)
9,041.4㎡(2,735평)

14,776.9㎡(4,470평)
8,190.0㎡(2,478평)

23,504.2㎡(7,110평)
11,753.0㎡(3,500평)

임대
조건

보증금
30,475백만원

(근저당권 1순위)
3,000백만원
(근저당 3순위)

4,951백만원
(전세권 1순위)

월
임대료

매출액 3% 433백만원 300백만원

비 고



Store info 매장현황 . II

구 분 엔터식스 한양대점 엔터식스 강남점 엔터식스 천호역점 엔터식스 안양역점

위 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55-1 일대
주상복합 상업시설 내

3호선 고속터미널
지하1층 대형상가

5호선 천호역
지하1, 2층 대형상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 
안양민자역사

개점일 2014.12.19 2017.01.19 2017.11.10 2019.08.30

임대기간 입점일로부터 10년 입점일로부터 10년 입점일로부터 10년 2032년 4월말까지

임대면적
영업면적

36,063.0㎡(10,909평)
20,826.5㎡(6,300평)

7,475.2㎡(2,261평)
2,535.5㎡(845평)

1,897.97㎡(574평)
1,897.97㎡(574평)

36,932.40㎡(11,172평)
21,807.86㎡(6,597평)

임대
조건

보증금
3,000 백만원
(전세권1순위)

4,976 백만원 1,292 백만원
1,871 백만원

(근저당권1순위)

월
임대료

매출 80억 미만 : 매출3% 279백만원 198백만원 321백만원

비 고

(연장가능) (연장가능) (연장가능) (연장가능)





Only Enter-6

Value & challenge
Space design
System
Marketing
MD



Value & Challenge

STRATEGY
전 략

다점포
유통 네트워크

위탁운영
관리

최고의
MD 디벨로퍼

VISION
비 젼

Global NO.1 
글로벌 NO.1 엔터테인먼트 패션 스퀘어

KEY-POINT
COMPETITIVENESS

핵심 경쟁력

Space design

Marketing MD

SYSTEM



PARK AVENUE

FLOWER AVENUE

SKY AVENUE

Space design



PLATFORM AVENUE

GREEN AVENUE

DOWNTOWN AVENUE

Space design



System



Marketing

장옥정(SBS) 내 연애의 모든것(SBS) 다섯손가락(SBS) 펀치(SBS)

너희들은 포위됐다(SBS) 연애의 발견(KBS) 주군의 태양(SBS)

태양의 후예(KBS)

귓속말(SBS) 조작(SBS) 마녀의 법정(KBS2) 리턴(SBS)

왕이된남자(tvN)

제작
지원

제작
지원

미스터선샤인(tvN)

제작
지원

스토브리그(SBS)

제작
지원

낭만닥터 김사부2(SBS)

드라마 제작지원 광고



Marketing
팬사인회 1 

개그우먼 장도연

개그맨 박성광

배우 전소민

배우 유연석

김창렬 I 변요한 I 류준열 I 이주승 배우 윤균상

AOA 설현

가수 선미



개그맨 유민상

가수 선미 개그맨 이용진

가수 선미

AOA 설현

Marketing
팬사인회 2 



가수 김종국

가수 선미

라붐 솔빈

개그우먼 김민경방송인 기안84 배우 이민호

Marketing
팬사인회 3



Marketing
프로모션 1 



Marketing
프로모션Marketing

프로모션 2 



Marketing
프로모션 3



Marketing
프로모션 4



Marketing
프로모션 5



솔빈
(2018)

설현
(2015-2016)

윤균상
(2017)

Marketing
공식모델



민지오
(2022)

VIRTUAL ACTOR 

장도연
(2020-2021)

선미
(2019)

Marketing
공식모델



패션

/

의류

잡화

F&B

X

MD



Enter-6

CEO Message



We realize our dream of the future with our
customer’s needs.



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상력의 힘!
그것이 바로 엔터식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제 몰링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스타일뮤지엄”이라는 엔터식스의 슬로건은 단순한 소비 공간에 숨을 

불어넣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설레임을 제공하여, 끊임없이 고객의 마음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엔터식스의 의지입니다.

엔터식스는 이러한 고객의 Needs와 Wants를 반영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유럽의 거리 풍경을 모티브로 매장을 인테리어하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제공하여 쇼핑과 재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명의 의미처럼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및 직관적 인지 등 

여섯 개의 감각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션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엔터식스는 성공적인 수많은 오픈 경험과 풍부한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유통을 단순히 브랜드를 유치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1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건물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상권의 랜드마크로서 기여의 역할까지 확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엔터식스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새로운 쇼핑 한류의 선두주자로서의 비전과 책임감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 가치 실현 및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혁신과 열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엔터식스의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 엔터식스 회장 김상대

CEO Message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