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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하츠그룹, 한국에서의 게임 마케팅 기능을 강화 
 

～한국에서 15 년 이상 게임 및 마케팅 사업에 종사한 2 명이 새롭게 합류, 

아시아권에서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가속～ 
 

주식회사 디지털하츠 홀딩스(본사 소재지:도쿄도 신주쿠구, 대표이사 사장 CEO:니노미야 

야스마사,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증권 코드 3676)는 이번에, 15 년 이상 게임 및 마케팅 

사업에 종사하며 현재는 한국의 마케팅 지원 회사 주식회사 리치몬스타를 공동 경영하는 

유은지씨와 최향숙씨를 맞아들여 한국에서의 게임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게 된 것을 알립니다. 

 

 

 

 

 

 

 

 

 

 

 

 

 

 

 

 

 

 

■목적・배경 

당사 그룹은 게임의 에러를 검출하는 QA 사업을 시작으로, 게임 개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해외 전개 지원, CS 등, 폭넓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게임 개발사를 비롯한 고객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콘텐츠의 해외 전개가 가속화되면서 

당사 그룹에서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해외 전개 지원 사업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개 지원 사업에서는 주로 상해・대만・한국・일본의 거점을 기반으로 게임의 세계관을 

살린 번역・LQA(※) 서비스를, 상해・대만・홍콩・싱가포르・일본을 기반으로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일본을 기반으로 컬처라이즈를 비롯한 게임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거점에도 새롭게 마케팅 기능을 보유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일본이라는 

크로스보더 안건의 획득력 향상이 기대됨에 따라, 한국에서 오랫동안 마케팅 사업에 종사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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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지  최향숙  

 현 주식회사 리치몬스타 CEO。 

Blue Ocean Korea Co., Ltd.의 CEO 및 Metaps, 

Metaps Plus Inc.의 마케팅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17 년에 걸쳐 한국에서 게임과 마케팅 사업에 종사. 

 

현 주식회사 리치몬스타 CSO。 

AltPlus Korea Inc.의 CEO 및 GREE Korea, Inc.의 

사업전략실장을 역임하는 등 20 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에서 게임과 마케팅 사업에 종사. 



  

유은지씨와 최향숙씨를 당사 그룹의 DIGITAL HEARTS Seoul Co., Ltd.에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유은지씨와 최향숙씨는 한국에서 게임 마케팅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리치몬스타의 공동 창업 

멤버이며, 지금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게임 타이틀의 기획, 개발, 운영,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의 책정, 온라인 광고, TVCM,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미디어 리소스를 활용한 프로모션 지원에 강점이 있으며, 더욱이 한일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프로젝트 실행 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해외 진출 컨설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그룹은, 두 사람의 이제까지의 경험에 기반한 마케팅 지원 노하우 및 한국 미디어를 

비롯한 글로벌하고 폭넓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솔루션 제안력을 향상시켜 아시아권에서 

글로벌 사업의 가속도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 나갈 것입니다. 

 

※LQA…Linguistic Quality Assurance 의 약자로, 번역된 텍스트나 구성의 품질을 확인하는 일. 

 

이상 

 

※모든 브랜드, 제품명, 회사명, 상표, 서비스 마크는 각사에 권리가 귀속됩니다. 

 

【디지털하츠 그룹에 대해서】 

디지털하츠 그룹은, 「SAVE the DIGITAL WORLD」이라는 그룹 미션 하에, 다양한 인재가 

활약하는 글로벌・퀄리티・파트너로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비롯하여 사이버 시큐리티 등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안심・안전한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주식회사 디지털하츠 홀딩스 IR 홍보실 홍보 담당 

Mail: press@digitalhearts.com  전화번호：03-3373-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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