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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게임샷 연혁 

게임샷 조직도 

게임샷 매체 소개서 

주간 기사 생산량, 샘플 기사 



엔터샷의 핵심은 가치는 “사람” 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사람” 입니다. 

회사 개요 

사  명 

대  표  

사업영역 

김성태 

• 게임 매체 사업 (ww.gameshot.net) 
• 마케팅 및 홍보, 전시, 행사 대행 사업  
• 콘텐츠 MCP 사업 
• QA, CS, 운영 대행 사업 

회사위치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3길 1-32 
 성원빌딩 3층 

㈜엔터샷 (Enter Shot) 

회사설립일 2014년 9월 30일 
2000년 3월 07일 (게임샷) 



게임샷 연혁 

2011 

2012 

2013 

2014 

• 02월 팟게이트 뉴스, 공략 CP 입점 

• 04월 스마트 게임샷 오픈 (아이폰, 안드로이드 사이트 통합)  

• 10월 스마트 게임샷 모바일 게임매체 순위 1위 

• 06월 중국 모바일 게임 컨설팅, 홍보, 마케팅 

• 09월 엔터샷 설립 게임샷 인수 합병 

  2000년, 게임샷은 ‘사람과 사람, 신뢰와 믿음을 중요시하는 친구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게임의 정보를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같이 소통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 게임샷은 유저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매체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게임샷은 유저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유저에게 가장 신뢰받는 매체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 합니다  



게임샷 연혁 

2007 

2008 

2009 

2010 

• 10~11월 다음, 파란, SKT 게임정보 CP 입점 

• 02월 넥슨닷컴 게임 뉴스 검색 서비스 오픈 

• 03월 일본 객식잡지 たのやく 기사 제공 

• 05월 NHN 게임검색 CP 제공 

• 04월 아이폰 게임샷 오픈  

• 09월 안드로이드 게임샷 오픈 

2006 
• 03월 다나와 게임정보 입점 

• 06월 “개소문닷컴” 사이트 영입 랭키 게임매체 순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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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샷 조직도 

게임샷은 온라인, 콘솔, PC, 모바일 게임 등 모든 장르의 정보를 다루는 게임 전문 
미디어 입니다. 

 대표이사 

편집 국장 

취재 기자 3명 

취재 부장 

취재 팀장 개발 팀장 사업부 

온라인 게임 필자 콘솔 게임 필자 모바일 게임 필자 

9명 

     
       10명 



게임샷 매체 소개 

게임샷은 커뮤티니가 아닌 언론형 종합 게임웹진으로, 퀄리티 높은 뉴스와 정보를 
유저와 업체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웹진의 역사, 게임샷 

가장 신뢰받는 기사 콘텐츠 

 게임샷은 2000년 3월 오픈 된 가장 오래된 게임웹진 중의 하나로, 오프라인 잡지  
 
 위주의 게임 미디어에서 웹으로의 진화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된 게임웹진입니다.  
 
 발로 뛰는 취재형 기사와 외신 번역까지 다루는 기업형 게임웹진으로 모든 게임 정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생명은 신뢰받는 기사 콘텐츠로 고급 필진들과 독자적인 뉴스/ 기사  
 
 콘텐츠 풀로, 2001년 야후에 게임정보 유료 콘텐츠 제공을 필두로, 다음, 스투닷컴  
 
 네이트, 엠파스, 파란 등 지금까지 게임웹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총 20 여곳의 포털  
 
 및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기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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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샷 매체 소개 

게임샷은 온라인, 콘솔, PC, 모바일 게임 등 모든 장르의 정보를 다루는 게임 전문 
미디어 입니다. 

전체 56.8 % 전체 24.5 % 전체 18.7 % 남: (79.4 %) 
여: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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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일 누적 회원수 방문자 (UV) 페이지뷰 (PV) 

게임샷 2000년 03월 70만 명 3만 명/ 1일 21만 PV/ 1일 

스마트 게임샷 2010년 04월 15만 명 4만 명/ 1일 42만 PV/ 1일 

게임샷은 2000년 03월 오픈된 초기 온라인 게임전문 미디어 웹진 입니다. 

- 15년간 유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가장 인기 있는 게임매체 

-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게임웹진의 원조 

- 고급 필진들을 통한 기사 및 콘텐츠 제공  

- 게이머를 이끄는 핵심유저들로 구성된 게임샷 



기획기사 (취재 인터뷰, 컬럼, 특집)  

게임샷 기자는 유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핫이슈 특집 기사 

• 특집기사: 인터뷰, 컬럼, 취재기사를 중심  

• 핫이슈: 한 주간 가장 주목되는 뉴스로 구성 

• 주요 뉴스/기사: 보도자료를 포함한 각종 뉴스를 종합 실시간으로 

                       유저들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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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기사 생산량 

게임샷은 언론 역할을 기본으로 유저들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과 게임 유저들의 대변인 
역할을 통해 운영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샘플기사 



주간 기사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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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 도탑전기 개발사 고소… 올 것이 왔나 

• 텐센트의 수상한 발표… 개발사도 모르는 앱?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21228ad637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15ce3f0fd2 

• 금주의 카카오 게임... RPG 중심 신작 4종 

•'크러쉬'로 글로벌 겨냥… 코쿤비트 조동환 대표 

• 유니티 5로 민주화 가속… 유나이트 서울 개요 

• 모바일에 대한 고뇌의 결과… 카오스마스터즈 

• 투지가 불타오른다… 몬스터헌터 4G 체험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105b833fae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f73f4436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d82f49e87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078310df1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ecc50c3c7a 

게임샷은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PC게임 모바일 게임 등 모든 게임 장르의 정보를 
다루는 게임 전문 미디어입니다.  

게임샷은 취재를 통한 퀄리티 높은 뉴스와 정보를 유저와 업체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21228ad637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15ce3f0fd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105b833fae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f73f4436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d82f49e87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078310df1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ecc50c3c7a


주간 기사 생산량 

보도자료 55% 

외신 15% 

리뷰, 공략 
20% 

기획기사 
10%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21228ad637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15ce3f0fd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105b833fae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f73f4436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d82f49e87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078310df1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ecc50c3c7a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ea7ac612e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e5c3ede291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bf69b96a4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be87faeda8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b9168d97b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abf52f094f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a83b17af6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a3194614e5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7f14a49d7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7c2aca7ed1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79354d2df5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665cf2d2c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61da6337a5 

샘플기사 
게임샷은 외신 뉴스를 비롯한 리뷰, 공략 등 다양한 볼거리를 유저들에게 제공합니다.  

게임샷은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PC게임 모바일 게임 등 모든 게임 장르의 정보를 
다루는 게임 전문 미디어입니다.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21228ad637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15ce3f0fd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105b833fae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f73f4436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d82f49e87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10078310df1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ecc50c3c7a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ea7ac612e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e5c3ede291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bf69b96a4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be87faeda8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b9168d97b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abf52f094f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a83b17af6c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a3194614e5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7f14a49d7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7c2aca7ed1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79354d2df5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665cf2d2c2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5061da6337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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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엔터샷 ㅣ 게임샷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3길 1-32 성원빌딩 3층 엔터샷 

전화 : 070-5029-5403 

기사문의:  desk@gameshot.net ㅣ광고,제휴문의: ad@gameshot.net 

감 사 합 니 다 

mailto:desk@gameshot.net
mailto:ad@gamesh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