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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Game Developer magazine 1 ) 폐간호에 실린 

글로서 게임 디벨로퍼와 가마수트라 팀이 공동으로 역대 30 대 게임 개발사 리스트를 

선정한 것이다. (폐간호 전체 내용은 여기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2.)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에서는 지난 몇 년간 가마수트라 편집팀과 공동으로 올해의 

(전해 6 월부터 올해 6 월까지) 30 대 개발사를 선정해 왔다. 창의성이나 비즈니스, 

게임 제작과 제작물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스튜디오를 가려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참신하고 우수하며 색다른 가치로서 영감을 주는 진정한 

프로들인 것이다. 

그러나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의 폐간호에 단순히 올해의 베스트 스튜디오 리스트를 

싣는 것은 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 최고의 게임 개발사들을 

선정하기로 했다. 게임업계를 떠났지만 (현재 떠나고 있는 스튜디오도 포함) 

후세에까지 기억에 남을 30 개 스튜디오도 함께 소개한다. 

                                       
1 참조 링크: http://gdmag.com/ 
2 참조 링크: http://gdmag.com/issue/2013/June/July 



우리가 단순히 비디오 게임에서 무엇인가를 최초로 달성했다는 이유로 선정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물론 업계 선구자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우수한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0 년간 게임 개발에서 큰 획을 그었으며 현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닌텐도 EAD (Nintendo Entertainment Analysis and Development) 

교토, 일본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대부분이 닌텐도 EAD 의 비디오 게임들(<슈퍼 

마리오 브라더스(Super Mario Bros.)>, <젤다의 전설(Legend of Zelda)>)에 

매료된 적이 있을테니, 닌텐도를 30 대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닌텐도 EAD 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30 년 전 성공작들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공헌들도 있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들이 새로운 방향의 비디오 게임을 추진할 때마다 보여준 

일관적인 매니지먼트는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비디오 게임 세대라면 닌텐도의 

친근한 파란색 하늘빛의 미학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루카스 필름 게임즈/아츠 (Lucasfilm Games/LucasArts)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 루카스필름 게임즈(후에 루카스 아츠로 변경)와 여기서 

만든 어드벤처 게임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다. <원숭이 섬(Monkey Island)>, 

<매니악 맨션(Maniac Mansion)>, <풀 트로틀(Full Throttle)>, <그림 

판당고(Grim Fandango)>가 특히 인기 있었다. 루카스의 게임들은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더 오션(Other Ocean)의 CCO(Chief Creative Office) 

마이크 미카(Mike Mika)는 2013 년 5 월 게임 디벨로퍼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다. “오늘날까지도 내가 품고 있는 게임 개발의 최고 경지에 대한 환타지는 

이 게임들을 플레이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들이 보여준 세상에서 최고로 

자유롭고도 창의적인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참 좋은 표현이다.  

이드 소프트웨어 (id Software) 

리차드슨, 텍사스 

좋든 싫든, 우리는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의 원조를 이드 소프트웨어의 

유명한 타이틀 <울펜슈타인 3D(Wolfenstein 3D), <둠(Doom)>, 그리고 

<퀘이크(Quake)>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분명 이 게임들은 게임업계에 - 특히 

3D 그래픽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에서 - 길이 남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모드에 대한 열린 태도, 이드 테크(id Tech) 

엔진의 오픈소스 정책 등 게임 개발업계에 보여준 호의적인 자세에도 경의를 

표하고 싶다. 신작 <커맨더 킨 - 리부트(Commander Keen - reboot)>에도 

행운이 있기을 빈다. 

에픽 게임즈 (Epic Games) 

캐리, 노스 캐롤라이나 

에픽은 그 게임 리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다. –<언리얼(Unreal)>과 

<기어즈 오브 워(Gears of War)>가 현대 게임 업계에 미친 큰 영향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에픽을 리스트에 올린 이유는 <언리얼 엔진> 



자체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언리얼 엔진의 파워와 UDK 의 비교적 쉬운 

사용법을 보면, 에픽이 게임 제작뿐 아니라 게임을 만들고 멋진 비주얼로 표현하는 

툴의 제작에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재즈 잭 

래빗-리부트(Jazz Jackrabbit-reboot)>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번지 (Bungie) 

벨뷰, 워싱턴 

우리는 매킨토시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멋드러졌던 번지를 잘 알고 있다. 

<마라톤(Marathon)>에서 터미널 텍스트로 게임을 하고 <미스: 더 폴른 

로드(Myth: The Fallen Lords)>에서 수류탄을 던지던 구식 게임시대 말이다. 

그러나 훗날 번지의 <헤일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와 Xbox 360 에 기본 

탑재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스튜디오가 단 3 명으로 시작해서 300 명 직원 

규모로 성장하기까지는 분명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번지에서 

보여준, 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술,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의 

조화에 더 감동하는 것이다. 

맥시스 (Maxis) 

월넛 크리크/에머리빌, 캘리포니아 

30 대 개발사를 선정하면서 맥시스의 <심시티(SimCity)>와 <심즈(The Sims)>를 

빼놓을 수 없다. 맥시스는 한참 전성기 때, 플레이어들의 참여를 유발하면서도 

흥미로울 정도로 적당히 복잡한 심게임을 만드는 교묘한 전략을 펼쳤다. – 그 

과정에서 몇몇 PC 게임의 판매고를 올리는 성과를 누리기도 했다.   

마이크로프로스 (MicroProse) 

앨러미다, 캘리포니아 

초기 비행 심스 (<F-15 스트라이크 이글(F-15 Strike Eagle)>, <F-19 스틸스 

파이터(F-19 Stealth Fighter))에서부터 시드 마이어(Sid Meier)의 

<문명(Civilization)>과 <해적(Pirates)>까지! 80 년대와 90 년대에 



마이크로프로스의 PC 게임 레거시(legacy)는 개발과 배포 모두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 레거시는 후에 스튜디오 공동 설립자인 시드 마이어가 제프 프릭스(Jeff 

Briggs), 브라이언 레이놀즈(Brian Reynolds)와 함께 마이어의 <문명> 타이틀 

추가 개발 및 4X 게임 디렉션을 계속하기 위해 회사를 떠나면서 파이락시스 

게임즈(Firaxis Games)로 넘어가게 된다. (보다 최근 작품으로는 <XCOM: 에너미 

언노운(Enemy Unknown)>이 있다). 

트레져 (Treasure) 

도쿄, 일본 

트레져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트레져에서는 멋진 오리지널 게임들(<이카루가(Ikaruga)>, 

<건스타 히어로즈(Gunstar Heroes)>)과 훌륭한 라이센스 게임들(<유유 

하쿠쇼(Yu Yu Hakusho)>, <블리치: 다크 소울(Bleach: Dark Souls)>),  

<슛뎀업(shoot->em-ups)>과 <빗뎀업(beat->em-ups)> 부류의 격투 게임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게임들만 만들어 왔다. 트레져의 능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스퀘어 (Square) 

도쿄, 일본 

믿기 힘든 얘기지만, <파이널 판타지(Final Fantasy)>는 본래 게임업계에 남기 

위한 절박한 최후의 시도로 제작되었던 게임이다. 이 타이틀이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이제는 자체 멀티미디어 제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현대 롤-플레이 게임의 선구자는 춘소프트(Chunsoft)의 <드래곤 퀘스트(Dragon 

Quest)>라고 알려져 있지만, <파이널 판타지> 또한 1990 년대와 2000 년 초반 

이 게임 장르를 널리 알린 주자로서 명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크로노 

트리거(Chrono Trigger)>도 이 장르에 해당된다.) 

 

 

바이오웨어 (BioWare) 

에드먼턴, 캐나다 

롤-플레이 게임의 승패는 스튜디오의 게임세계 구축 역량에 달려 있다; 

바이오웨어는 게임세계 작성에서 단연 최고이다. <발더스 게이트(Baldur>s 

Gate)>, <네버윈터 나이츠(Neverwinter Nights)>, <스타워즈: 구공화국의 

기사단(Star Wars: Knights of the Old Republic)>, <드래곤 에이지(Dragon 

Age)>, <매스 이펙트(Mass Effect)>, 이 게임들은 모두 바이오웨어의 독보적인 

게임세계 구축 능력을 보여주는 수작으로, 복잡한 규칙과 서사 구조(예를 들어 

<포가튼 렐름(Forgotten Realms)>과 <스타 워즈>)를 비디오 게임의 핵심 

요소인 스토리텔링으로 승화해 낸 뛰어난 게임들이다. 게임업계 전반의 특징이 

폭력성과 청소년 대상으로 여겨지는 가운데에서 바이오웨어가 보여준 좋은 스토리, 

단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매력적인 게임 세계는 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오리진 시스템스 (Origin Systems) 

맨체스터, 뉴 햄프셔   

단순히 <윙 커맨더(Wing Commander)>, <울티마(Ultima) 시리즈> 등 이들의 

게임 작품들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리진 시스템스의 캐릭터 묘사와 

뛰어난 기술력은 많은 차세대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많은 오리진 출신의 

인재들(폴 스티드(Paul Steed), 래프 코스터(Raph Koster), 워런 스펙터(Warren 

Spector) 등)이 계속해서 뛰어난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다. 오리진의 모토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세상을 창조>해낸 것이다. 



세가 AM2 (Sega AM2) 

도쿄, 일본 

세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 받는 게임 제작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애프터 

버머(After Bumer)>와 <아웃런(OutRun)>, <버추어 파이터(Virtua Fighter)>, 

<쉔무(Shenmue)> 등 우수작을 만들어낸 유 스즈키(Yu Suzuki) 팀에게 점수를 

주고 싶다. AM2 는 아케이드를 놀라운 마법의 세계로 만들어 냈고, 우리 모두 그 

추억을 그리워한다. 

루킹 글라스 (Looking Glass Studios) 

케임브리지, 메사추세츠 

역대 30 대 게임개발사 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명한 게임 프랜차이즈를 

최소한 두세 가지 이상 개발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루킹 글라스 

스튜디오의 경우는 <씨프(Thief)>와 <시스템 쇼크(System Shock)> 단 두 

게임으로만 이 명성을 얻었다. (루킹 글라스는 다른 게임들도 만들었지만 

게임업계에 공헌한 대표적인 작품은 이 둘뿐이다.) 또한 훗날 <이래셔널 

게임즈(Irrational Games)>를 세워 유명한 <바이오쇼크(BioShock)>를 만든 켄 

레빈도 루킹 글라스 출신으로 <씨프> 개발로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었다는 

이야기도 빼 놓을 수 없다. 

게임 프릭 (Game Freak) 

도쿄, 일본 

우리는 포케몬(Pokémon)이 원래는 멀티미디어 엠파이어(매년 피처 영화를 함께 

출시하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한다. 처음에는 스튜디오 공동 

설립자이자 시리즈 크리에이터인 사토시 타지리(Satoshi Tajiri)가 어린 시절 

곤충을 쫓아다니며 수집하던 스릴을 되살리고자 게임을 디자인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 그러나 포케몬은 점차 접근이 쉬우면서도 중독성 있는 게임 디자인의 

정석으로 인정받으면서 크로스-미디어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매우 효율적인 성공 

사례로 남게 되었다. 



밸브 소프트웨어 (Valve Software) 

벨뷰, 워싱턴 

밸브사의 실적은 실제 그들이 제작한 게임만 봐도 분명히 눈부시다. <하프 

라이프(Half-Life)>, <포탈(Portal)>, <팀 포트리스 2(Team Fortress2)>, 

<레프트 포 데드(Left 4 Dead)>,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Strike)> 모두 

밸브에 명성을 가져온 수작들이다. 밸브에서 디지털 게임 시장에 큰 영향력을 

기대하며 다음 주자로 내놓은 <스팀(Steam)>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모든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밸브를 본 리스트에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인재들을 대우하고 양성하는 스튜디오로서 그 진정한 개발 정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업계에서 모두 본받을 만한 가치라 생각된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Blizzard Entertainment) 

어바인, 캘리포니아 

블리자드에서 <워크래프트(Warcraft)>를 만들었을 때, 모두가 리얼-타임 전략 

게임에 뛰어드는 듯 보였다. 블리자드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를 개발했을 때는 모두가 MMO 게임에 열광하는 것 같았다. 블리자드 

본사에 어떤 비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기존 장르를 살려서 업계 전체의 

트렌드로 바꿔 버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다. 

캡컴 (Capcom) 

오사카, 일본 

우리는 본 리스트를 선정할 때, 대형 게임회사의 특정 개발팀을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 특히 캡컴의 경우는 그것이 아예 불가능했다. <메가맨(Mega Man)>, 

<스트리트 파이터(Street Fighter)>, <레지던트 이블(Resident Evil)> 등 이들의 몇 

가지 걸작들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중 특정 개발자들에게만 공을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캡컴이라는 이 업체가 좋은 비디오 게임을 만들 줄 알기 때문에 수십 

년의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코지마 프로덕션 (Kojima Productions) 

도쿄, 일본 

먼저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우리가 코지마 프로덕션을 언급할 때는 오리지널 

<메탈 기어 솔리드(Metal Gear Solid)>시절 코나미(Konami) 핵심 팀의 작업까지 

소급하여 포함했다는 것이다.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는 비디오 게임 역사상 

게임 디자인과 스토리텔링 간의 퓨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 낸 

사례라 생각된다. 때때로 너무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히데오 

코지마가 큰 예산을 투자해서 좀 독특한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뿐이다. 

불프로그 프로덕션 (Bullfrog Productions) 

길포드, 영국 

개발자들에게 귀감이 된 스튜디오를 얘기할 때 불프로그 프로덕션을 빼 놓을 수 

없다. <파퓰러스(Populous)>, <신디케이트(Syndicate)>, <테마 파크(Theme 

Park)> 게임들이 모두 이 스튜디오의 작품이며, 공동 설립자인 피터 몰리뉴(Peter 

Molyneux)는 이후 라이온헤드 스튜디오(Lionhead Studios)를 설립하여 

<페이블(Fable)>, <블랙앤화이트(Black and White)>를 개발하기도 했다. 

몰리뉴가 업계 미디어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감수성 높은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귀감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모장 (Mojang) 

스톡홀름, 스웨덴 

모장에서는 <마인크래프트(Minecraft)>를 만들고 판매하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모장은 배고픈 인디 개발자들 사이에 어느날 갑자기 전설이 되어 

버렸다. 당신이 믿는 아이디어를 열심히 펼쳐라, 플레이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모장이 이 리스트에 올라온 이유는 

<마인크래프트> 하나만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우리도 이 전설을 믿고 싶기 때문이다.  



유비소프트 몬트리올 (Ubisoft Montreal) 

몬트리올, 캐나다 

우리는 본 리스트를 선정하면서 게임 역사상 초반에 랜드마크 게임을 개발해 낸 

스튜디오들, 또는 현세대의 독보적인 플레이어로 떠오른 스튜디오들을 추려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을 놓칠 뻔했는데, 이들이 자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상하게도 현재까지 활발한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들은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유비소프트는 현재까지도 <스플린터 

셀(Splinter Cell)>, <파 크라이(Far Cry)>, <어쌔신 크리드(Assassin>s 

Creed)>와 <페르시아의 왕자(Prince of Persia)> 리부트 시리즈 등 걸작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업계에서는 영원에 가까운 기간이다)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이 여전히 현업에서 조용히 매년 최고의 트리플 A 타이틀을 

만들어내고 있기를 바란다. 

라이엇 게임즈 (Riot Games) 

컬버 시티, 캘리포니아 

라이엇 게임즈는 본질적으로 <워크래프트 3(Warcraft III)>의 커스텀 맵을 

활용했지만, 이후 독자적인 장르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바로 

“MOBA”, 즉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이다. 더구나 당시 검증되지 않은 무료 

플레이 모델(free-to-play,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검증이 안 됐음)을 표방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라는 멋진 게임 하나로 승부하여 최고의 

스튜디오 문화를 구축했던 것이다. 2006 년 이래로 라이엇은 한 게임에만 집중해서 

개발 및 유지 작업을 해 왔는데, 이는 그만큼 본인들의 게임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 7 년은 더 번성하기를 바란다. 



 

플래티넘 게임즈/클로버 스튜디오 (Platinum Games/Clover Studios) 

오사카, 일본 

여기서 도입부터 두 스튜디오를 하나로 묶어서 소개하는 이유는, 플래티넘 

게임즈의 핵심 3 대 멤버인 신지 미카미(Shinji Mikami), 아츠시 이나바(Atsushi 

Inaba)와 히데키 카미야(Hideki Kamiya)가 모두 전에 캡컴의 계열사인 클로버 

스튜디오에서 일했었기 때문이다. 이 드림팀은 두 스튜디오를 넘나들며 >뷰티풀 

조(Viewtiful Joe), <오오카미(Okami)>, <갓핸드(God Hand)>, 

<베요네타(Bayonetta), <매드월드(MadWorld)> 등의 게임들을 개발하였다. 

우리는 플래티넘 게임즈의 크리에이티브 에너지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시도를  좋아한다. 그들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낸 견고하고도 만족스러운 게임들을 

우리는 사랑한다. 

댓게임컴퍼니 (thatgamecompany)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플로우(Flow)>와 <플라워(Flower)>가 출시된 이후에도 보수적인 집단과 

습관적인 반대론자들 모두 댓게임컴퍼니의 성과는 인정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2012 년 <Journey>의 성공 이후 댓게임컴퍼니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댓게임컴퍼니의 감수성 높은 접근이 성공한 이 개발 사례는 우리 업계와 미디어가 

창의성 표현에서 한층 성숙해 가고 있다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만큼 

성숙하기까지 참 오래 걸린 것 같다. 



일렉트로닉 아츠 (Electronic Arts) – 선구 개발자들 

N/A 

“컴퓨터 때문에 울어 본 적이 있습니까?” 80 년대 중반 일렉트로닉 아츠의 초창기 

광고물 카피에서 던졌던 질문이다. 요즘 EA 의 명성이 그때만은 못하지만, 30 대 

리스트를 뽑으면서 이들에게 퍼블리셔로서의 근간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빌 벗지(Bill Budge, PCS(Pinball Construction Set)), 앤 

웨스트폴과 존 프리먼 (Anne Westfall and Jon Freeman, Archon, Murder on 

the Zinderneuf), 다니엘 번튼 베리(Danielle Bunten Berry, M.U.L.E., 일곱개 의 

황금도시(Seven Cities of Gold)), 존 필드(John Field, Axis Assassin), 데이빗 

메이나드(David Maynard, 웜즈?), 마이크 애봇과 매트 알렉산더 (Mike Abbot 

and Matt Alexander, Hard Hat Mack)가 그들이다. 비디오 게임계에서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늘 인습을 타파하며 미디어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에라 온라인 (Sierra On-Line) 

오크허스트, 캘리포니아 

시에라 온라인(원래는 온라인 시스템즈)은 최초의 그래픽 어드벤처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미스테리 하우스(Mystery House)>로 소박하게 시작했던 게임업체이다. 

<킹스 퀘스트(King>s Quest)>, <스페이스 퀘스트(Space Quest)>, <퀘스트 포 

글로리(Quest for Glory)>, <가브리엘 나이트(Gabriel Knight)>,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레져 슈트 래리(Leisure Suit Larry)> 모두 이들의 작품이며, 특히 

어드벤처 게임 장르에서 비디오 게임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들이다. 

시에라 온라인은 현세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게임업계에 미친 영향력은 

후세 개발자들의 마음 속에 아직까지 살아 있다. 

레어 (Rare) 

트와이크로스, 영국 

레어는 NES 프로젝트의 (1990 년 한해에만 18 개의 게임을 출시했던 우스운 

프로젝트!) 게임 개발자로서 시작된 회사이다. 이후 레어는 닌텐도의 세컨드파티 

개발자로 파트너쉽을 맺었으며, Xbox 와 Xbox 360 전용 게임 개발 제작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배틀토드(Battletoads), 

<동키콩 컨트리(Donkey Kong Country)>, <킬러 인스팅트(Killer Instinct)>를 

제작했던 그 스튜디오가 <007 골든아이(GoldenEye 007)>와  <키넥트 

스포츠(Kinect Sports)>도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경쟁이 치열한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장수를 누린 회사는 흔치 않다. 

MAME 팀 (MAME Team) 

N/A 

전설적인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선정하는 이 자리에서 잠시 눈을 돌려 MAME 

(Multiple Arcade Machine Emulator)에 공헌했던 자원봉사자 팀들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과거의 아케이드 게임 중 플레이하기 좋고 정확한 버전을 찾아 

보존하기 위해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고마운 일이다. 주로 오래 

전에 등록된 인크립션 스키마(encryption schemes)을 해독하거나 설명서가 없는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들이다. 이러한 공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인포컴 (Infocom) 

케임브릿지, 메사추세츠 



때때로 게임은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되는 비결을 보여주는 수단 같기도 하다. 

인포컴은 이를 1980 년에 텍스트만으로 해냈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들의 

인터랙티브 픽션 작품들은 – 물론 대부분 <조크(Zork)> 시리즈 – 게임이 다른 

미디어에서는 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플레이어들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후 출시된 <AMFV(A Mind Forever Voyaging)>나 <포보스의 

가죽 여신들(Leather Goddesses of Phobos)>같은 게임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마를 시도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성인 테마 게임은 30 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자들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HAL 연구소 (HAL Laboratory) 

도쿄, 일본 

초창기의 MSX 작업에서 유명한 NES 와 게임보이 게임(<어드벤처 오브 

로로(Adventures of Lolo)>, <별의 커비(Kirby>s Dream Land)>)까지, HAL 

연구소는 80 년대 후반과 90 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서드-

파티(third-party) 개발 스튜디오일 것이다. 1992 년 닌텐도에서 HAL 을 

인수하기로 했던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HAL 팀은 이후 

>어스바운드(Earthbound)>와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Super Smash Bros.)>를 

개발하였다. 또한 대학을 갓 졸업한 “천재 프로그래머” 사토루 이와타(Satoru 

Iwata)를 고용하였는데, 그는 이후 히로시 야마우치(Hiroshi Yamauchi)의 뒤를 

이어 닌텐도의 회장이 되었다. 

셔만, 그 옛날의 기계 (Sherman, Set the Wayback Machine to…) 

역대 최고의 게임 개발사들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비디오 게임의 

초석을 세운 사람들에게도 잠시 눈을 돌려 보자. 사람들은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게임을 해 왔다. – 그리고 컴퓨터 기술의 역사는 우리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에이다 러브레이스 (Ada Lovelace)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역사상 첫 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15 년에 

시인인 바이런 경(Lord Byron)과 앤 이사벨 밀뱅크(Milbanke)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밀뱅크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도록 격려했다고 한다. 

1842 년 그는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의 분석 엔진(Analytical Engine, 

초창기 기계식 일반용 컴퓨터) 관련 논문의 번역을 의뢰 받았다. 이후 

러브레이스는 배비지의 연구를 확대하여 세계 첫 번째로 알려진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러브레이스는 당시 기술계에서 여성들에게 영감을 준 사례로 남아 있다. 

앨런 튜링 (Alan Turing) 

AI 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은 22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의 펠로우(fellow)로서 정식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1936 년 튜링은 “에이 머신(a-machine, 현재는 튜링 머신이라고 알려져 

있음)”이라는 컨셉을 고안했는데, 이는 어떤 컴퓨터의 알고리듬이라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가상 기기이다. 그는 튜링 테스트로서-머신의 지능으로 

참가한 사람들을 “속이는” 테스트 방법- 오늘날까지도 AI 분야의 지평을 연 인물로 

남아 있다. 

그레이스 호퍼 (Grace Hopper) 

그레이스 호퍼는 여성으로서 2 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해군 예비역 <네이비 

마크원(Navy>s Mark I)>의 프로그래밍 스탭으로 참전하였다. 호퍼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해군에 남아 하버드의 리서치 펠로우로 계속 일했으며, 그 과정에서 

“디버깅(debugging)”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마크 II 머신에 진짜 나방이 

붙었던 에피소드 이후 붙인 이름이다.) 하버드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 호퍼는 세계 

최초의 컴파일러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는 FLOW-MATIC 등을 개발해 냈다. 

FLOW MATIC 은 이후 COBOL 의 전신이 되었다. 

이안 소머빌 (Ian Sommerville) 

전기 기술자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이안 소머빌은 비트 세대(Beat 

generation)의 프로그램 작가와 아티스트 그룹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1960 년에 그는 랜덤 시퀀스 제너레이터(random sequence generator)를 

프로그래밍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지신(Brion Gysin)이 컷업(cut-up) 

테크닉에 사용했으며, 이 테크닉은 후에 윌리엄 버로우스(William S. 

Burroughs)가 다다이즘 문학 스타일로 소개하여 인기를 누렸다. 버로우스 작품의 



팬이었던 소머빌은 작가의 “시스템 어드바이저(systems adviser)”로서 협업하여 

“실버 스모크 오브 드림즈(Silver Smoke of Dreams)”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첫번째 오브젝트”라고 알려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기기인    

“드림머신(Dreamachine)”을 제작했다. 소머빌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뛰어난 인디 

게임 개발자가 되었을 것이다. 

게리 가이객스 (Gary Gygax) 

<던전 앤 드래곤(Dungeons & Dragons)>의 공동 크리에이터였던 게리 

가이객스는 1960 년 후반과 1970 년 초반의 테이블탑 워게임(tabletop 

wargaming) 장면을 진보시킨 뛰어난 개발자이다. 그의 업적은 후세의 룰- 

베이스의 롤-플레이 및 전략 게임의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롤-플레이 게임의 

영역을 널리 확장시키는 데도 큰 공헌을 했다. 

 

게임@멘션 

너티독(Naughty Dog) “이들은 나쁜 게임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 

@Luc1ferous 

SNK 모듈러 아케이드 시스템(Modular arcade systems)은 멋지다. 우리도 

MVS 가 그립다. 

락스타게임즈(Rockstar Games) <GTA(Grand Theft Auto)>는 문화 아이콘이다. 



인섬니악 게임즈(Insomniac Games) 인섬니악은 좋은 게임들을 만드는 

스튜디오로 트위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게임 디벨로퍼에서 

인섬니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개발 기술 관련 토론에 늘 열린 자세를 

보여주었고, 우리 매거진에도 몇 번 기고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프롬 소프트웨어(From Software) 프롬 소프트웨어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우수한 게임들을 개발했다. 후보자들 모두가 <다크 소울(Dark Souls)>과 <데몬즈 

소울(Demon>s Soul)>을 아주, 아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베데스다 소프트웍스(Bethesda Softworks) “내 인생에서 베데스다에 소비한 

시간은 300 시간쯤 될 것이다.” - @Randy_Floustine 

블랙아일 스튜디오(Black Isle Studios) 게임 개발자들 모두 

<폴아웃 2(Fallout2)>과 <플레인스케이프 : 토먼트(Planescape: Torment)>를 매우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  

더블 파인(Double Fine) 팀 쉐퍼(Tim Schefer)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개발자이다. 

CCP 게임즈(CCP Games) <이브 온라인(EVE Online)>에는 모두가 읽고 

싶어하는 스토리가 있다. 플레이어가 게임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이야기, 

개발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게임을 디자인한 이야기, 

우리는 <이브 온라인>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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