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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기업

“킨 소프트웨어 하우스는 현실 과학, 실상

“아마니타 디자인의 장기적인 비전은

“워 호스 스튜디오는 고성능 플랫폼,

물리학, 사람의 섬세한 감정에 기반해

비디오게임 산업에서 흔하지 않은 수공예

예를 들면 컴퓨터와 콘솔 (Xbox One과 PS4)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감각으로 디자인된 창의적 게임 안에서

을 위한 수준 높은 비디오게임을 개발하는

대한 열망” 이야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업체입니다. 회사는 2011년 Dan Vavra와 Martin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념을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확고한 예술적

Klima에 의해 설립됐고 2017년 회사임직원수는

바탕으로 게임을 기획하고 무에서 유가

색채와 이에 조화되는 사운드를 기반으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RPG

탄생하는 제작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언제나

독특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인 Kingdom Come: Deliverance를 위한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는 유저들이 킨

개성 넘치는 스타일과 스토리, 플레이가

퀵스타터 캠페인을 통해 성공적으로 펀딩을

소프트웨어 하우스의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게임의 완성이야 말로

받았습니다: 동 게임은 생생한 리얼리즘에 초점을

과학과 창의력 또한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두었으며 웅장한 스토리와 실제와 같은 전투를

싶습니다.”

Jakub Dvorsky, CEO

재현하며 2018년에 유저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Marek Rosa, Founder & CEO

Top games:

Martin Klima, Executive Producer

Top games:

Samorost

Top game:

Space Engineers

Machinarium, Botanicula

Kindgom Come: Deliverance

Mediev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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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록들
ARMA: Armed Assault
Bohemia Interactive
에서 출시

Hidden & Dangerous
Illusion Softworks
(2K 체코)에서 출시

1980s

개발 시작
8비트 게임

2007

2002

1999

2007
Mafia: The City
of Lost Heaven
Illusion Softworks
(2K 체코)에서 출시

Take–Two Interactive 에서
Illusion Softworks 인수

Warhorse Studios
Kingdom Come: Deliverance 를 위한
Kickstarter 펀딩에
1.2백만 파운드 (￡) 모금

Euro Truck Simulator
SCS Software 에서 출시

2017

2013

2014

2008
DayZ & ARMA 3
Bohemia Interactive 에서 출시

Samorost 3
(Amanita Design
에서 출시)
체코게임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게임상 수상

협력 기관

“체코 기술 대학 (프라하)은 컴퓨터그래픽 교육과

“까렐 대학은 유구한 컴퓨터 과학 전통을 갖고

“Czech game(체코게임협회)“는 체코의

연구에서 25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의 저널에 동 대학의 뛰어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우리 연구원들은 정기적으로 유명 저널과

연구원들은 이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위해 조직된 비영리 기관이며 게임개발자들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우리는 컴퓨터그래픽에 특히 강점을 갖고 있으며

간 네트워킹과 개발자 교육, 사기 진작을

졸업생들은 전세계 주요 컴퓨터그래픽 회사와

(Jaroslav Krivanek팀은 PIXAR와 Weta Digital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협회가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여년전 동

협업) 아울러 컴퓨터게임 (Jan Ilavsky와 Vladimir

설립된 이래 많은 이벤트를 주최하여 왔고

대학에서는 컴퓨터게임개발 교육을 시작한 이래

Hrincar는 게임회사인 Hyperbolic Magnetism을

전문 게임 개발자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컴퓨터그래픽 분야로도 영역을 확대하게

설립했음) 과 AI (Martin Schmid는 Texas Hold’Em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

되었습니다. 컴퓨터그래픽과 게임과 게임
학부는 최근 우리 대학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No Limit Poker 를 푸는 대 일조)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까렐대학은 산학협력에
적극적이며 그 일환으로 Computor Graphics and
Games masters study program을 운용합니다;

Jiri Bittner

학생들은 전문적인 게임 개발자들 (Warhorse

Associate Professor / Deputy Head for CG Research

Studios, Bohemia Interactive Simulations and

Department of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on

others) 에 의해 실무적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Jaroslav Krivanek
Associate professor, CG and Games Study
Program Guarantor
Department of Software and Computer
Science Education

왔습니다. 우리는 체코 최고의 게임을
대상으로 Game of the Year Awards를
매년 수여하며 매년 약 1000명이 참가하는
중부유럽 최대규모의 컨퍼런스인 Game
Developers Session 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Pavel Barak
Chairman (Czech Games) / Executive Director
(Game Developers Session)

체코의 주요 게임 개발 스튜디오

ICT 전문가
마떼이 자흐라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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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서울

독일 | 뒤셀도르프

미국 (동부) | 뉴욕

Phone: 02 720 6080

Phone: +49 211 250 56 190

Mobile phone: +1 (347) 789 0570

E-mail: seoul@czechinvest.org

E-mail: germany@czechinvest.org

E-mail: newyork@czechinvest.org

체코 | 프라하

중국 | 상하이

스칸디나비아

미국 (서부) | 샌프란시스코

Phone: +420 296 342 500

Mobile phone: +86 13817792614

Phone: +420 296 342 809

Mobile phone: + 1 831 313 6295

E-mail: fdi@czechinvest.org

E-mail: china@czechinvest.org

E-mail: scandinavia@czechinvest.org

E-mail: california@czechinvest.org

일본 | 도쿄

영국 | 런던

체코투자청 캐나다(토론토) 사무소

Phone: +81 03-5485-8266

Phone: +44 20 8748 3695

E-mail: tokyo@czechinvest.org

Mobile phone: +44 77 8523 1520

체코투자청 우크라이나 (키예프) 사무소

E-mail: london@czechinv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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