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엔터샷 회사소개서

회사소개
- 핵심 가치
- 회사 소개
- 사업 영역
- 조직 구성

사업소개
- 게임 매체 사업

- 마케팅 대행 사업
- 홍보 대행 사업
- 콘텐츠 사업

1. 회사 소개

1. 핵심 가치
2. 회사 소개
3. 사업 영역
4. 조직 구성

엔터샷의 핵심 가치는 “사람” 입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람” 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주며,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국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다운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직장은 반드시 재미있고 멋진 (fun and coll place) 곳이어야 한다
- 엘 라즈와니 (한국 P&G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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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명

㈜엔터샷 (Enter Shot)

대 표

김성태

회사설립일
사업영역

회사위치

2014년 9월 30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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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3길 1-32
성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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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테인먼트 사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엔터샷”이 함께 하겠습니다!!

매체 사업

마케팅 대행 사업

• 게임전문매체 ‘게임샷’ 발행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 취재, 인터뷰, 프리뷰, 리뷰 기사

• 온/오프라인 마케팅, 광고 대행

• 게임 커뮤니티 운영

• 모바일 마케팅, 광고 대행

• 매체 광고 진행

• 대회 및 행사 대행

홍보대행 사업

운영대행 사업

• 보도자료 배포

• QA 제품 퀄리티 검증

• 매체 및 기자단 관리

• CS

• 커뮤니티 관리

대 고객 응대 서비스

• GM 게임 운영 관리

• 바이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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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된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전개!

CEO
사업부

마케팅팀

제휴 사업부

편집부

사업팀

취재팀

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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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팀

CS팀

GM팀

2. 사업 소개

1. 매체 사업
2. 마케팅 대행 사업
3. 홍보 대행 사업
4. 운영대행 사업

15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게임전문 웹진의 원조 “GameShot” 운영!
> 게임샷(www.gameshot.net)과 스마트 게임샷(www.smart.gameshot.net)을 운영,
취재, 인터뷰, 기획기사, 프리뷰, 리뷰, 커뮤니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일

누적 회원수

방문자 (UV)

페이지뷰 (PV)

게임샷

2000년 06월

70만 명

3만 명/ 1일

21만 PV/ 1일

스마트 게임샷

2010년 04월

15만 명

4만 명/ 1일

42만 PV/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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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웹진의 역사이자 유저에게 가장 신뢰받는 매체 Game Shot!
> Game Shot은 유저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유저에게 가장 신뢰받는 매체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NO.1 Game Webzine Game Shot!
“유저가 핵심”인 게임샷
• 게이머들을 이끄는 핵심유저들로 구성된 게임샷!

유저

•

15년간 유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매체

게임웹진의 역사, 게임샷

웹진

신뢰

•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게임웹진의 원조

•

발로뛰는 취재형 기사와 외신 번역까지 모든 게임정보를 제공

가장 신뢰받는 웹진, 게임샷
•

고급 필진들을 통한 기사 및 콘텐츠를 제공

•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가장 많은 포털 및 사이트에 게임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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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케팅 대행사
On-line / Off-line
Marketing Consulting
광고 부문

공중파TV, 케이블 TV, 라디오,
온라인, 신문, 잡지, 옥외

홍보 부문

기사 작성 및 배포
온, 오프라인, 모바일 매체 관리

제작 부문

영상광고, 지면광고, 홍보영상
온라인배너, 웹사이트 구축

행사 부문

온/오프 프로모션 이벤트
대회개최, 런칭쇼, FGT 행사 기획

운영 부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사이트 및 툴 운영

+ Enter Shot은 미디어믹스 중심의 기존 광고대행사와 차별화하여 게임 및 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장 효과적인 게임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입니다.
+ Enter Shot은 게임 소싱, 마케팅, 프로모션, 광고, 홍보, 컨설팅 등 원활한 게임서비스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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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trategy

Media Rep
게임사, 대행사, 게임매체, PC방 관리
출신 전문가들의 온.오프라인의 모든
미디어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대동소이한 Media Mix를 벗어나,
실제적 유저 후킹 및 지속적인
플레이를 유도하는 광고 및 프로모션
전략 수립

기존 대행사들의 천편일률적인 광고,
프로모션 제안이 아닌 실제 게임
플레이를 통한 게임 내 컨텐츠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및 포지셔닝 전략 제시
PF를 통한 게임사 자급력 확보 등 게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수립

제휴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물적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Total Marketing Infra 구축
(게임사, 게임매체, 포털, 웹하드,
아이템거래 사이트, PG사, 방송국 등)

Game Consulting

Partnership Relation

옷에도 편안한 맞춤옷이 있듯, 마케팅에도 상품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엔터샷”은 전문가의 눈으로 상품별 맞춤 마케팅 전략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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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홍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홍보대행사!”
> 게임기자 및 게임사 출신의 인력구성 및 다양한 게임매체와의 교류를 통해,
게임시장 및 업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홍보대행 서비스 진행!

홍보 전문 인력

게임 시장에 대한 폭넓고 뛰어난 이해력 보유

• 게임기자 & 게임사 출신 인력 구성
• 전직원 9년 이상 게임업계 경력 보유

• 다양한 게임업체 교류

다양한 대행 경험으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완벽히 수행

“홍보대행”
서비스

홍보업무 특화

업체 홍보 팀부터 사업부까지 다양한 게임업체들과 교류
기존 대행사에서 불가능했던 게임업계 동향의 빠른 수집

“엔터샷” 만의
특화된 홍보서비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간담회진행, 게임대회개최,
커뮤니티 운영, 바이럴 진행 등 홍보에 필요한 능력 보유

• 다양한 홍보 대행 경험
• 각종 회사 및 게임홍보 대행 노하우
• 게임매체와의 연계 가능

각종 미디어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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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홍보대행을 통해 엔터샷만의 종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진행!
>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PR, 매체 및 게임기자들과의 릴레이션 쉽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서비스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홍보 메니지먼트 진행

 Social Media & Smart App Marketing
(소셜미디어&스마트앱 마케팅)
 Social Media Management
(소셜미디어 관리)
 Online Monitoring (온라인 모니터링)
 Online Promotion (온라인 프로모션)

Publicity &
Media

Online PR

Relationship









Press Release (보도자료 개발 및 배포)
Feature Story Development (기획기사 개발)
Monitoring & Clipping (모니터링&클리핑)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
Media Fam Tour (기자단 프레스 투어)
Media Roundtable (기자간담회)
Media Contents Analysis (미디어 내용분석)






Brand Management (브랜드 관리)
Issue & Crisis Management (이슈&위기관리)
Media Training (미디어 트레이닝)
Measurement & Evaluation of PR Program
(PR효과 측정 및 평가관리)

Relationship
Management

• 엔터샷의 종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다양한 영역의 PR Service Tool로 고객 니즈에 맞는 PR Solution 제공
• 체계화된 PR Process로 최적의 PR Result 도출

• 언론매체를 통한 Publicity, PR Consulting, Crisis&Risk Management, IMC, Digital PR 등 전문 영역별 PR Service

14

QA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테스트 및 GM, CS 서비스 진행!
> QA에서부터 운영까지 특화된 전문인력들을 통한 서비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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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론칭을 위한 전문 QA 서비스
> 서비스 플랫폼별, 단계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QA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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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게임서비스를 위한 운영대행 서비스
> 게임운영에서 CS, 컨설팅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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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비스 및 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대행서비스를 한번에!!
> QA에서부터 마케팅, 운영, CS 까지 서비스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특화된 전문인력들이 One Shot으로 해결!

론칭 단계까지의 필요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QA 및 제품컨설팅

One Shot에 해결!!

사업성 분석 및 BM 설계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론칭 이후 필요 서비스

대 매체 관리 및 홍보
게임운영 및 CS
• 제품 론칭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 타겟 유저 성향에 맞는 마케팅 실행
• 매체간 관계 쉽을 이용한 홍보운영

• 지속적인 게임 모니터링
• 대 고객관리 및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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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엔터샷 ㅣ 게임샷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3길 1-32 성원빌딩 3층 엔터샷
전화 : 02-40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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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