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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비디오 스크린 상에서 게임을 즐겨온 반세기 동안, 기술형태(art form)는 성장과 

변형을 수반한 캄브리아기 폭발을 경험해 왔다. 게임개발잡지인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 

(Game Developer magazine)에 발간되었던 칼럼에서, 우리는 보스턴, 시애틀, 토론토, 

베이지역, 랄리와 밴쿠버 등과 같은 북미 전역에서 모인 다양한 우수 인재들을 보고, 그 

곳에 뿌리를 내린 이색적인 생활상을 발견한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디오 게임의 발상지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0년대에 대학은, 진공관 기반 

훨윈드(Whirlwind)와 같은 대형 기계와 캠퍼스와 근처 링컨 도서관에 비치된 TX-0와 같은 

보다 작은(여전히 큰 공간을 차지한다) 트랜지스터 기계를 갖춘, 컴퓨터 하드웨어 연구의 

온상이었다.  

 

이 연구활동에서 분리되어 나온, 켄 올슨과 할란 앤더슨라는 이름의 두 MIT 엔지니어들은 

1957년에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를 구성하고 최첨단 고형 컴퓨터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곧, 그들이 최초로 제작한 전체적으로 통합된 기계인 PDP-1이 베일을 벗었다. 

파격적인 신기술인 PDP-1은 초당 10만개의 합(addition)을 수행할 수 있고 타자기, 종이 

테이프 판독기와 CRT 등 다양한 주변기기와 함께 자기코어 기억장치를 갖추었다. 대략 

대형 냉장고 2 대 크기의 장치를 수용하고 11만 달러(1960년 기준)에 달하지만, 이 기계는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 쉽게 켜고 끌 수 있었다.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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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여름, MIT는 PDP-1을 받아서 이를 대학의 컴퓨터 연구실에 설치했다. 당시에, 

조직이 느슨한 교수진 및 학생 그룹은 MIT 학생이 운영하는 테크 모델 

철도클럽(TMRC)으로 모였고, 해킹과 과학소설에 힘입어 단결했다. 이 그룹은 PDP-1 

실험에 착수했고, 쉬는 시간 동안 컴퓨터로 무언가 흥미로운 일을 하고자 임시 계획을 

세웠다.  

 

기계가 핵무기 시뮬레이션과 같은 복잡한 과학적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MRC는 그 능력을 보았고 개념을 엄청나게 뛰어 넘어, 우주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1962년, 2인용 스페이스워! (Spacewar!) 게임을 

완성했다. 스티브 러셀은 J. M. 그래츠, 앨런 코톡, 댄 에드워즈, 피터 샘슨과 웨인 위터넨 

등의 도움을 받아 초기 버전을 개발했고, 게임은 연구실에서 인기 있는 오락거리가 되었다.  

 

스페이스워! 는 곧 DEC에서 조립되었고, 이 게임은 곧 출시될 PDP-1의 최종 테스트에 

사용되었다. 컴퓨터 메모리가 자성이기 때문에, 스페이스워! 는 종료된 후에도 메모리에 

남았다. 컴퓨터가 새로운 홈(home)에서 켜질 때까지 휴면하고 있었고 이는 대학에서보다 

좀더 자주 일어났다. 스페이스워! 는 새로운 젊은 해커 그룹을 자극하면서 미국 전역의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으로 퍼져 나가 게임 플레이를 확장하고 다듬었다.  

 

놀런 부시넬(Nolan Bushnell)은 스페이스워! 의 초기 이용자로, 유타 대학에서 처음 게임을 

만난 이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용했다. 게임이 작동되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솟아 나오는 

게임에 대한 열정은 부시넬을 고무시켰고, 1971년 그는 자체 아케이드 버전인, 컴퓨터 

스페이스(Computer Space)를 디자인하게 되었다. 1년 후에 부시넬은 아타리(Atari)를 

만들었고, 같은 해 랄프 베어의 마그나복스 오디세이(Magnavox Odyssey)가 설립되었다. 

비디오게임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스테레오로 움직이기 

 

70년대에 걸쳐 컴퓨터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지고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게임 

개발자들의 가내공업 경영이 번창했다. 초기에 리처드 게리엇의 오리진 시스템즈(Origin 



Systems)는 그가 이끄는 휴스턴의 작은 게임 개발팀이었고, 그의 형인 로버트는 뉴햄프셔에 

살면서 회사의 재정을 관리했다.  

 

1985년 오리진 시스템즈는 규모가 커져, 울티마4(Ultima IV)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전체 

사업을 뉴 햄프셔와 통합하기로 결정할 정도가 되었다.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리처드와 초창기 프로그래밍팀은 텍사스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고, 1988년 대부분의 

오리진 시스템즈 개발팀원들은 고향인 텍사스주로 되돌아 갔다.  

 

하지만 몇몇 핵심 직원들은 뒤에 남아 블루스카이 프로덕션(Blue Sky Productions)이라 

불리는 자체 개발 스튜디오를 메사추세츠주 렉싱턴의 보스턴 근처에서 결성했다. 폴 

뉴래쓰(Paul Neurath)와 더그 처치(Doug Church)가 설립한 블루스카이의 최초의 게임은 

울티마 언더월드: 스티전 어비스(Ultima Underworld: The Stygian Abyss)였고 이는 1992년 

오리진에 의해 출판되었다.  

게임은 놀라울 정도로 시대를 앞섰고, 순조롭게 진행중인 1인칭 엔진은 질감이 매핑된 3D 

폴리곤을 울티마 시리즈의 몰입형 롤플레잉과 결합시켰다.  

 

id 소프트웨어는 단 몇 달 후에 그 혁신적인 울펜스타인(Wolfenstein) 3D를 발매하려 했고 

두 업체들은 1인칭 3D 게임의 초기 미지의 영역에서 스스로 우호적인 경쟁자임을 

확인했다(실제로, 존 로메로(John Romero)는 몇 개월 동안 뉴햄프셔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오리진의 코모도 64(Commodore 64) 게이머로 일했고, id를 공동 설립하기 위해 텍사스로 

돌아간 후 폴 뉴래쓰와 접촉하기 위해 남았다.) 어조는 매우 다르지만 울티마 언더월드와 

울펜스타인 3D는 함께 비디오게임 취향의 현저한 변화를 나타낸다.  

 

1992년 블루스카이는 네드 러너(척 예거의 어드밴스 플라이트 트레이너 창작자)의 개발 

스튜디오와 합병하여 루킹 글래스 테크놀로지(현 루킹 글래스 스튜디오)가 되었다. 결합된 

스튜디오는 울티마 언더월드 2: 세계의 미궁(Labyrinth of Worlds)이라 불리는 울티마 

언더월드의 후속작을 만들었고 1994년 보스턴 교외의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매장을 

열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운영 기간 동안, 루킹 글래스는 환기를 불러 일으키는 3D 게임들을 

만들고자 했다. 루킹 글래스는 사려 깊고 독창적이며 감동을 주는 게임을 디자인하는 

회사로 명성을 쌓았다. 시스템 쇼크(System Shock, 1994), 플라이트 언리미티드(Flight 

Unlimited, 1995), 테라 노바: 스트라이크 포스 센터우리(Terra Nova: Strike Force Centauri. 

1996), 대도: 검은 음모(Thief: The Dark Project, 1998)와 시스템 쇼크 2(1999년 이래셔날 

게임즈(Irrational Games)와 함께 개발됨) 등과 같은 타이들은 모두 루킹 글래스의 독특한 

인상을 전달한다.  



 

불행하게도, 2000년 회사는 재정 어려움에 부딪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루킹 

글래스가 놀라운 인재들의 본거지였으므로, 그 개발자들은 수많은 유명 기업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게임 개발의 핵심인물이 되었다.  

 

루킹 글래스의 전 동료들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프로젝트에서 앞장선 시무스 

블랙크리(Seamus Blackley), 듀스 엑스(Deus Ex)를 만든 워렌 스펙터(Warren Spector)와 

폴아웃(Fallout) 3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에  파글리아룰로(Emil Pagliarulo) 등이 있다. 

설립자들 가운데, 폴 뉴래쓰는 보스턴 지역에 남아 플러드게이트 엔터테인먼트(Floodgate 

Entertainment)를 구성했고, 더그 처치는 툼레이더: 레전드 앤 둠 블락스(Tomb Raider: 

Legend and Boom Blox)를 작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건너갔다. 네드 러너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툴 앤 테크놀러지(Tools and Technology) 그룹에 합류했다.  

 

소리의 행성 

 

MIT는 항상 보스턴 게임개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착상과 인재 엔진이었다. 최근에, MIT 

미디어랩의 연구자인 알렉스 리고풀로스(Alex Rigopulos)와 에란 이고지(Eran Egozy)는 기타 

히어로(Guitar Hero)로 게임산업에 철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5년 하모닉스 뮤직 시스템(Harmonix Music Systems)를 조직할 당시, 이들의 목표는 

대학에서 해 온 연구를 하면서 인터랙티브 뮤직(interactive music)을 폭넓은 대중에게 

내놓는 것이었다.  

음악 게임 라인인 코나미(Konami)의 카라오케 혁명의 몇몇 타이틀과 프리퀀시 앤 

앰플리튜드(Frequency and Amplitude)를 창작한 후에, 하모닉스는 레드옥탄(RedOctane)과 

협력해서 기타(guitar) 주변기기에 기반한 기타 히어로를 제작했다.  

  

2005년에 발매된 후로 기타 히어로는, 비디오 게임 사용자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문화적인 

힘을 과시해 왔다.  

 

기타 히어로 프랜차이즈를 액티비전(Activision)의 손에 맡기면서, 하모닉스는 계속해서 록 

밴드(Rock Band) 프랜차이즈를 구성했고, 이후에 음악 창작의 기쁨을 비음악가들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전개했다.  

 

흙탕물 

 

1997년 캔 레빈(Ken Levine), 조나단 체이(Jonathan Chey), 로버트 페르미에(Robert 



Fermier)를 포함한 루킹 글래스 개발자 그룹이 이래셔날 게임즈라 불리는 자체 스튜디오를 

구성하기 위해 분리되어 나왔다. 처음에 이래셔날은 루킹 글래스와 시스템 쇼크의 속편을 

공동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9년에 발매된 시스템 쇼크 2는 대도(Thief) 때의 작업에 

기반한 새로운 엔진의 개선된 그래픽 기술로 원작 게임의 깊은 공간이 주는 공포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다음 수년간에 걸쳐, 이래셔날은 호주 캔버라에 스튜디오를 열고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SWAT 시리즈의 새로운 출시작을 포함한, 프리덤포스(Freedom Force), 그 속편과 

트라이브스(Tribes) 게임을 새로 창작했다. 2004년 이래셔날은 뛰어난 루킹 글래스 게임의 

근원적인 테마와 스타일로의 회귀를 꿈꾸는, 바이오쇼크(BioShock)라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경에, 이래셔날은 테이크2 인터렉티브(Take-Two Interactive)에 합류하고 스튜디오의 

이름을 2K 보스턴과 2K 오스트레일리아로 변경했다. 2007년 바이오쇼크를 발매한 

스튜디오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시각적으로 충격적이리 만큼 지적이고 성숙된 게임을 

전달했다. 바이오쇼크의 압도적으로 중요했던 영리적인 성공은 10년 전에 루킹 글래스가 

처음 기술한 디자인 원칙들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  

 

불규칙한 발전 

 

지난 몇 해 동안 보스턴 지역은 조크(Zork)와 다른 무수한 고전 텍스트 어드벤처를 창작한 

인포콤(Infocom), 그리고 이후에 나스카 레이싱(NASCAR Racing )으로 명성을 떨친 파피루스 

디자인 그룹(Papyrus Design Group)의 본거지였다. 현재 보스턴은 산업 전반에 걸친 신세대 

스튜디오들을 후원하고 있다. 주타이쿤(Zoo Tycoon)시리즈의 창작자인 블루 팽 게임즈(Blue 

Fang Games), 반지의 제왕 온라인: 앙마르의 그림자(The Lord of the Rings Online: Shadows 

of Angmar) 개발자인 터빈(Turbine)과 도시건설 게임인 칠드런 오브 더 나일 앤 

심시티(Children of the Nile and SimCity) 디자이너인 틸티드  엔터테인먼트(Tilted Mill 

Entertainment)는 모두 이 지역에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야구 전설, 커트 실링이 새로 구축한 38 스튜디오(38 Studios)는 R.A. 살바토레와 토드 

맥퍼레인에게 디자인 조언을 받아 MMO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역시 보스턴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  

 

락스타 뉴잉글랜드(Rockstar New England)는 보스턴 북부의 앤도버에 위치한다. 예전에 

매드 독 소프트웨어(Mad Doc Software)로 알려졌던 스튜디오는, 루킹 글래스가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를 보류한 후로 제인스 어텍 스콰드런(Jane's Attack Squadron)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이후로 던전 시즈: 레전드 오브 아라나(Dungeon Siege: Legends of Aranna), 

엠파이어 어스2(Empire Earth II), 스타트랙: 레거시(Star Trek: Legacy)와 골목대장(Bully: 

Scholarship Edition) 등을 작업했다.  

 

계약체결은 게임산업에서 중요하다. 보스턴에 위치하며 바이오쇼크, 매스 이펙트(Mass 

Effect)와 브라더스 인 암스(Brothers in Arms) 시리즈를 작업한 데미어지 스튜디오(Demiurge 

Studios)의 이름은, 스스로를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전문가로 명명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보스턴 근방에 매트릭스 상담을 포함한 매트릭스 수집 미들웨어를 제조하는 회사인, 

오어버스 게임웍스(Orbus Gameworks)도 있다.  

 

보스턴 지역에는 프로그램 관련 게임을 개발하는, MIT를 포함한 고학력 인재들이 있다. 

버클리 음악대학과 노스이스턴 대학도 모두 보스턴 시내에 위치한다. 보스턴 대학의 디지털 

이미징 아트 센터는 웰댐 근방에 있으며 워체스터에 공과대학도 있다.  

 

보스턴은 게임개발 역사에서 특별한 공간을 차지한다. 인재는 항상 교육적이고 사업적인 

기회를 받고 보스턴시로 유인되었다. 영리한 사람들이 흥미로운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은 

어디라도, 누군가 분명 일을 벌일 것이다.  

 

워싱턴주,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게임개발 분야를 널리 넓혀 나가고 규모가 2천 3백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의 뿌리를, 설립자인 빌게이츠와 폴 앨런의 유년시절 고향인 시애틀에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뉴멕시코에서 구성되었지만 1979년 다시 시애틀로 옮겨졌다.  

 

2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8086 프로세서군을 위한 MS-DOS를 출시했고 이 

소프트웨어는 성공을 거두어 다음 10년에 걸쳐 발매된 엄청난 수의 PC게임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가 되었다. 1995년 말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가진 윈도우 95를 

출시하고 곧이어 회사는 DirectX APIs를 출시하며 게임지원에 중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Flight Simulator)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Age of Empires) 등과 같은 타이틀로 게임개발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Xbox 콘솔로 하드웨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다음, 퍼스트파티(first-party) 개발 인재에 

크게 투자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사려 깊고 시각적으로 야심 찬 매킨토시용 게임을 만들기로 알려진, 시카고 기반의 

번지(Bungie)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콘솔에는 미묘하게 부적합한 듯했다. 2000년, 번지 



스튜디오는 짐을 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단에 합류했다.  

 

헤일로(Halo)라는 결정적인 장르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조직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 커클런드 근방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되었다. 헤일로 3를 발매한 며칠 

후에, 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립된 

스튜디오로 나섰고, 두 회사는 계속해서 접한 출판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전(前)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들이 시애틀에 자체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의 설립자인 가베 뉴웰(Gabe Newell)과 마이크 

해링턴(Mike Harrington)은 1996년에 게임개발 스튜디오를 세우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시절에 OS 개발의 경험을 쌓았다.  

 

90년대 컴퓨터 스크린을 강타했던 울티마 언더월드와 1인칭 슈터라는 새로운 물결의 

영향을 받아, 밸브사는 하프라이프(Half-Life)에서 액션과 내레이션을 정교하게 혼합했다. 그 

이후로, 회사는 비평적으로 갈채를 받는 게임을 제작하고 스트림(Steam) 디지털 배포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게임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했다.  

 

하늘에 운을 맡기다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미국 닌텐도 지사(NOA)는 처음에 본사의 위치로 시애틀을 고르지 

않았다. 1980년 설립된 풋내기 아케이드 게임기회사는 처음에 뉴욕시에서 매장을 열었으나,  

일본에서 제조된 케비닛이 태평양을 건너 수송 되기를 몇 주 동안 기다리면서 상황에 

뒤쳐진 것을 깨달았지만, 결국 대륙을 지나 동부 해안에까지 진출하는 데 시간이 더 

지체되고야 말았다.  

 

시애틀은 항구도시의 이점을 가졌고 생활비도 낮기 때문에 본사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가 

쉬웠다. 또한 시애틀은 본사가 고용할 수 있는 거대한 기술인력풀(pool)도 가지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NOA는 팔리지 않은 레이더 스코프(Radarscope) 캐비닛 재고를 많이 떠안고 

있었다. 게임이 일본에서 히트를 쳤지만, 미국에서는 실패했고 NOA는 팔리지 않는 

게임기로 가득 찬 창고를 떠맡게 되었다. 증가하는 손해를 필사적으로 만회하고자, NOA는 

닌텐도 본사에 레이더 스코프 캐비닛에 장착이 가능한 회로판에 적합한 새로운 게임을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초보 디자이너가 개발한 동키 콩(Donkey Kong)이라 불리는 묘한 

타이틀의 게임이 보내졌다. 새로운 게임기가 현지 바(bar)에 설치되고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동키 콩이 회사에 기여를 한 것이다. 1982년 

경에, 닌텐도는 시애틀 창고에서 크게 성장했고 새로운 본사가 레드몬드 근방에 세워졌다.  

 

닌텐도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개발그룹(메트로이드 프라임: 헌터스-Metroid Prime: 

Hunters)이 디지펜 공과대학(DigiPen Institute of Technology)이 그런 것처럼 닌텐도의 

레드몬드에 본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수십 년에 걸쳐, 미국 닌텐도 지사는 

출판사와 배급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원래 캐나다 밴쿠버에 설립된 연구소는 1998년 

닌텐도와 제휴하고 닌텐도 사무실 건물에 디지펜 공과대학을 열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졸업한 후 바로 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게임들을 작업해 왔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로는 공개 취업설명회에서 주목을 받은 후 밸브(Valve)에 의해 포탈(Portal) 

개발자로 채용된 나바큘러 드랍(Narbacular Drop) 팀을 들 수 있겠다.  

 

커피 하우스(Coffee House) 

 

2001년 팝캡 게임즈(PopCap Games)의 비주월드(Bejeweled)가 발매되고 게임의 경이적인 

성공은 장르가 아닌 선의의 근면이라는 새로운 캐주얼 게임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그 

이후로 시애틀은 캐주얼 게임과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한 중요 허브가 되었다. 리얼 

아케이드(RealArcade), 빅 피쉬 게임즈(Big Fish Games), 어메이즈 엔터테인먼트(Amaze 

Entertainment), 빅 탑 게임즈(Big Top Games), 샌드랏 게임즈(Sandlot Games), I-Play, 

모블리스(Mobliss)와 와일드 탄젠트(WildTangent)는 모두 시애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예전에 스퀘어 에닉스의 모바일 게임 부분을 후원하다 현재 독립한 UI에볼루션 

(UIEvolution)은 벨레뷰에 위치하고 있다. 역시 시애틀에 본사를 둔 캐주얼게임협회(Casual 

Games Association)는 업계의 결합을 유지하고 캐주얼 커넥트 매거진(Casual Connect 

Magazine)을 발간하고 매년 캐주얼 커넥트 시애틀(Casual Connect Seattle)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한다. 

 

물론, 시애틀 지역은 핵심 개발자들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길드 워(Guild Wars)의 창시자인 

Arena.net은 시애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슈프림 커맨더(Supreme Commander) 개발자이자 

스퀘어 에닉스의 파트너인 개스 파워드 게임즈(Gas Powered Games)는 레드몬드에 

위치하고 있다. 커크랜드 외부에서 일하면서 모노리스 프로덕션즈(Monolith Productions)는 

리스테크(LithTech) 엔진 개발은 물론, 쇼고(Shogo), F.E.A.R.과 노 원 리브스 포에버(No One 

Lives Forever)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슈터 게임들을 제작해 왔다. 모노리스의 자회사인 

터치다운 엔터테인먼트(Touchdown Entertainment)사는 리스테크 기술의 한 부문을 활용해서 

별도로 개발하고 주피터 EX(Jupiter EX) 엔진을 시장에 내놓는다. 드론 투 라이프(Drawn to 



Life)와 스크리블넛츠(Scribblenauts)를 창작한 서리얼 소프트웨어(Surreal Software) (서퍼링; 

The Suffering)는 5 th 셀 미디어(5th Cell Media)가 한 것처럼 지역을 벗어나 일한다. 시애틀 

지역은 또한 지퍼 인터렉티브(Zipper Interactive) (소콤; SOCOM)과 좀비 스튜디오(Zombie 

Studios)(스펙 옵스, 아메리카즈 아미(Spec Ops, America's Army)) 등을 포함한 몇몇 군사 

시뮬레이션 개발자들의 본거지이기도 한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두드러진 독립 게임 개발자 집단의 본거지이며, 단독으로 또는 작은 

그룹을 지어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타협을 멀리하고 

종종 조직과 어울려 생활한다. 우리는 케이피바라 게임즈(Capybara Games)의 나탄 

벨라(Nathan Vella)와 메타넷 소프트웨어(Metanet Software)의 레이건 번즈(Raigan 

Burns)에게 토론토의 전체적인 게임개발 윤곽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접 하라! 

 

"지금까지, 특히 슈도(Pseudo)가 문을 닫은 이후로 이 곳엔 큰 규모의 스튜디오가 

없었습니다.” 번즈가 우리에게 말했다. “코에이(Koei)가 주변에 있고 교외를 벗어나면 

록스타(Rockstar) 지사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토론토를 

벗어난 곳에 위치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덜 하구요.” 그가 덧붙였다. “그 

이외에, 대부분 콘솔이 아닌 PC와 모바일 분야에 집중하는 중소 규모 그룹들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벨라가 이렇게 말하며 동의했다. “토론토에는 실제로 충분한 인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큰 

도시에 대규모의 게임개발업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왜 인디신(indie scene)이 

성공적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임 개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인재풀이 있지만, 사실상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을 한 거죠 – 자체 회사를 출범시켜 스스로 

기회를 만들자!”  

 

필로우파이트(Pillowfight)와 크리터 크런치(Critter Crunch) 개발사인 케이피바라 게임즈는 

토론토 IGDA 포럼에서 기원했다. “당시에 게임을 사랑하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토론토에 많이 있었지만 토론토에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게이밍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포럼에서 실마리를 찾고 나서 우리는 IGDA 지역회의에서 회의를 시작했고, 맥주도 

마시면서 게임개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불결한 바(bar)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체 게임 제작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죠.” 벨라는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enterprise software), TV 또는 기타 보충이 필요한 

업무에서 각각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녁과 주말에 수퍼 셔브 잇(Super Shove It)과 

S.M.A.B.U. 개발에 힘썼습니다.” 벨라가 말했다. “우리는 처음 디즈니/픽사의 카즈(Cars) 

개발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본업을 버리고 사무실을 잡아 생계를 위한 게임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메타넷 소프트웨어도 토론토의 자발적인 실행자들 중 하나였다. 레이건 번즈와 메어 

셰퍼드로 구성된 메타넷은 2005년 플래시(Flash)를 이용해서 프리웨어 겜(freeware gem)인 

N을 만들었다. N 의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메타넷은 스스로 규모를 줄이고 슬릭 

엔터테인먼트(Slick Entertainment)사와 제휴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N+라 불리는, 

닌텐도 DS, 소니 PSP와 Xbox 라이브 아케이드(2008년 9월에 발간된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의 포스트모르템(postmortem) 기사를 참조하라)용 확장버전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천조 [天造] 

 

온타리오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의 agency인 

온타리오주 미디어 개발국(Ontario 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OMDC)은 게임 

개발자들은 물론 지역 도서, 영화 및 음악 

프로듀서들에게 보조금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토론토 아츠 신(a s scene)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rt

 

“OMDC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실제로 비디오게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재정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벨라는 이렇게 말한다. “자금 지원은 전통적인 출판인 허가루트를 통과해야 했다면 

절대 빛을 볼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OMDC가 간단히 돈을 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 경쟁이 심한 과정이었죠. 좋은 점, 

즉 OMDC가 도움을 주는 이유는, 보조금 경쟁 문제에서 보다 큰 규모의 입증된 업체들과 

같은 입장에 서 볼 때 우리를 독립기업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가 덧붙였다.  

 



"메타넷은 이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 N이 IGF에 

출품되었을 당시, 우리는 OMDC 덕분에 여유 있게 GDC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번즈가 

말했다.  

 

공동체 

 

아마 무엇보다도 토론토는, 서로를 충실히 돕고 초기 신(scene)을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자고 결의한 개발자 공동체의 덕을 보고 있다. 빅 팬츠 게임즈(Big Pants Games; (홀드 미 

클로저, 자이언트 댄서(Hold me closer, Giant Dancer))의 짐 맥긴리(Jim McGinley)가 조직한 

토론토 인디 게임 제작 이벤트(Toronto Independent Game Development Jam; TOJam)는 지역 

개발자들을 모아 총체적인 게임 아이디어를 짜내고 3일에 걸친 열성적인 코딩 작업을 통해 

완벽한 형태로 만들었다.  

 

TOJam은 그 후로 많은 개발자들이 등장해서 폭넓게 인정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퀴지 

게임즈(Queasy Games)의 조나단 막(Jonathan Mak)은 2006년 이벤트에서 TOJam Thing을 

만들었고, 그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3와 윈도우용 에브리데이 슈터(Everyday Shooter)를 

발매했다. 최근 아이폰(iPhone)에서 이용이 가능해진 체인3(Chain3) 게임을 제작한 ][ (우측 

꺾쇠 괄호, 좌측 꺾쇠 괄호)의 숀 맥그라스(Shawn McGrath)는 TOJam 2008에서 수상한 

바운싱(bouncing) 관련 게임을 구축했다. 이제 4년차에 들어선 TOJam은 2009년 5월에 

개최된다.  

 

아치 게임즈 인큐베이터(Artsy Games Incubator)도 토론토의 인디신을 매우 지지하고 있다. 

메타넷과 퀴지 게임즈의 도움을 받아서 에브리바디 다이즈(Everybody Dies)를 창작한 짐 

먼로가 이끄는 아치 게임즈 인큐베이터는, 인디게임 창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연합수업 계획, 선언 및 실무 워크샵 등으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는, 벤자민 리버(Benjamin 

River)의 스노우(Snow)와 미겔 스턴버그(Miguel Sternberg)의 나이트 오브 더 

세팔로포즈(Night of the Cephalopods)(게임 커리어 가이드 2009 참조)와 같은 게임이 결실을 

얻도록 돕고 있다.  

"토론토 신은 아주 단단한 공동체입니다” 벨라는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같이 게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한 서로를 도우려 

노력합니다. 지역 인디게임의 성공은 신(scene)에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토론토에서 독립 개발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솔직히, 마땅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N+나 에브리데이 슈터(Everyday Shooter)와 같은 게임에 고무되지 

않을 수 없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灣) 지역 



 

사금(砂金), 셀룰로이드와 실리콘 등, 캘리포니아 드림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여러 

종류의 신비론자들과 자본가들을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매료되어 그 곳에서 어마어마한 

성공 또는 극적인 실패를 맛보곤 했다. 종종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한다.  

 

아타리 (Atari) 

 

1960년대 중반에 유타 대학 학생이었던 놀런 부시넬(Nolan Bushnell)은 철학과 

포트란(FORTRAN)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휴식 시간에 그는 학교의 

메인프레임에서 스페이스워! 배틀 게임에 푹 빠져서 지냈다. 여름에 그는 지역 

놀이공원에서 일하며 어떻게 게임 플레이어들을 “한번 더 시도”하도록 유인할지 궁리했다.  

 

부시넬은 졸업 후에 암펙스(Ampex Corporation)사에 취직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만 지역으로 

이사했다. 근무 외 시간에 그는 신형 컴퓨터보다 저가의 컴포넌트에서 구동되는 

스페이스워! 버전 작업에 착수했다. 1971년, 그는 테드 대브니(Ted Dabney)와 동업해서 

시지기 엔지니어링(Syzygy Engineering)을 구축했고 두 사람은 너팅 어소시에이츠(Nutting 

Associates)를 위한 컴퓨터 스페이스 아케이드 기기를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게임이 

대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복잡한 컨트롤로 인해 노동자층 대중에게는 잘 팔리지 

않았다.  

 

컴퓨터 스페이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시넬과 대브니는 1972년 아타리 법인을 조직했다. 

처음으로 아타리에 고용된 개발자는 알 알콘(Al Alcorn)이었는데, 그는 재빨리 퐁(Pong) 

작업에 착수해서 그 초기 버전을 2주도 되지 않아 완성했다. 쿼터(quarter)로 가득 차서 

로케이션 테스트 기계가 하루 만에 고장 났을 때, 그들은 아타리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을 

직감했다.  

 

퐁이 성공을 거둔 다음, 비단 아타리 뿐 아니라 경쟁업체에서도 아케이드 신(scene)이 

전성기를 맞았다. 키 게임즈(Kee Games)가 배급한 탱크(Tank)는 물론, 

쿼드라퐁(Quadrapong), 스페이스 레이스(Space Race)와 그랜트랙 10(Gran Track 10) 등을 

포함한 연속된 코인옵(coin-op) 타이틀이 발매된 후, 아타리는 1975년 퐁의 홈버전을 

제작했다.  

 

퐁 콘솔 홈 버전의 성공에 힘입어, 아타리는 훨씬 더 야심 찬 카트리지 기반 기기인 

스텔라(Stella) 작업에 착수했다. 제이 마이너(Jay Miner)와 조 드퀴어(Joe Decuir)의 지원을 

받아, 주로 사이앤 엔지니어링(Cyan Engineering)이라 불리는 아타리 소유의 회사에 의해 

디자인된 스텔라는, 1977년에 주로 아타리 2600으로 알려진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Video 



Computer System; VCS)으로 출시되었다.  

 

시장에 VCS를 내놓는 것은 아타리에게 값비싼 시도였고, 튼튼한 재정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부시넬은 부시넬을 회장으로 남긴 상태로 워너 커뮤니케이션즈(Warner Communications)에 

회사를 매각했다. 시작이 더디었음에도 불구하고, 콘솔은 곧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14년의 수명 동안 2천 5백만개 이상의 유닛이 판매되었다.  

 

그 형성기 동안, 아타리는 다소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평판을 받았다. 비즈니스 미팅이 담배 

연기와 맥주와 함께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게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케이드 사업은 

번창하고 수백만 달러가 VCS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워너에 부속된 아타리는 훨씬 더 

안정적인 기업환경이 되었다. 워너와 부시넬의 관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978년경에 

부시넬은 회사를 떠나게 된다. 부시넬은 이미 값싼 피자와 에니메트로닉스(animatronics)가 

손짓하는 훨씬 더 수지가 맞는 세상을 구상하고 있었다.  

 

 
 

네 명의 주도자들 

 

워너가 단호하게 상업의 바퀴(wheels of commerce)를 아타리 방향으로 회전시켜 온 동안, 

회사를 위해 백만 판매를 기록한 게임을 제작한 개발자들은 왜 자신들이 여전히 싼 임금을 

지급 받는지 의아해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데이비드 크레인, 알란 러, 래리 캐플런과 밥 화이트헤드를 포함한 아타리 

프로그래머 그룹은 그들이 개발한 게임에 대한 디자인 크레딧(design credits)과 로열티를 



주는 표준계약 제안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경영진에 의해 해고된 네 명의 주도자들은 

아타리를 떠나서 1979년, 최초의 독립된 홈 콘솔 개발 및 출판업체인 액티비전(Activision)을 

설립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액티비전에 소송을 걸어 이를 무산시키려는 아타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액티비전은 

1980년, 드래그스터(Dragster), 피싱 더비(Fishing Derby), 체커스(Checkers)와 복싱(Boxing) 

등과 같은 첫 게임들을 시장에 출시했다. 액티비전은 곧 VCS 물결의 정점에 높이 올라서고 

있었다. 뛰어난 게임들로는 크레인의 그랜드 프릭스(Grand Prix)와 핏폴(Pitfall), 캐플런의 

카붐!(Kaboom!), 화이트헤드의 초퍼 커맨드(Chopper Command), 러의 

스타마스터(Starmaster)와 스티브 카트라이트의 반스토밍(Barnstorming), 그리고 캐롤 쇼의 

리버 레이드(River Raid) 등이 있다.  

 

아타리, 액티비전과 콘솔의 인기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많은 소규모 회사들에게 VCS 

황금시대였다. 하지만 1983년 여행은 끝이 났다. E.T. 와 같은 값비싼 실패작, 팩맨(Pac-

Man)의 조잡한 포트, 그리고 무책임한 출판업체들이 내놓는 넘쳐나는 셔블웨어는 VCS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1982년 아타리는 다음 세대 기기로 출시된 

5200는 발판을 구축하려 애를 썼지만 회사의 지원은 부족했다. 흡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흥미를 잃었고 판매는 급감했다.  

 

소규모 출판업체들이 폐업해 감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불황에 대한 예상은 재빨리 완전 

붕괴되고, 소매업자들은 팔리지 않은 카트리지만 떠맡았다. 소매업자들이 염가세일 상자 

깊숙한 곳에 던져버린, 반환할 수도 없는 카트리지들은 거기서 아타리와 액티비전이 내놓은 

정가의 제품들과 경쟁해야 했다. 크리스마스 위기를 느낀 쇼퍼들이 게임을 사러 염가세일 

상자로 돌아서자 새로운 타이틀 게임 판매는 땅에 묻혔다.  

 

두 회사가 받은 충격은 굉장했다. 워너는 철수를 원했고 1984년 코모도 설립자인 잭 

트래 (Jack Tramiel)에게 매각되었다. 액티비전은 1986년 설립자들이 모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텨 나갔다. 회사는 다음 몇 해 동안 PC 게임과 생산성 소프트웨어로 

다각화 되었지만, 서투른 경영으로 악화된 충격으로 입은 손해는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컸다. 1991년 로버트 코틱(Robert Kotick)은 회사를 가져와 재조정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옮겼다.  

 

아티스트 연합 

 

트립 호킨스(Trip Hawkins)는 1978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를 마친 직후, 애플사에 

합류했다. 회사는 그 전 해에 애플2 컴퓨터를 출시했고 이 기기는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 베이 에어리어(Bay Area) 회사는 주식을 공개 상장했고 많은 직원들을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로 만들었다.  

 

호킨스는, 애플, 아타리와 코모도사의 저가 퍼스널 컴퓨터들이 어떻게 미국인 생활에 

빠르게 동화되었는지 직접 보았다. 콘솔에서 쓰이는 단순한 눈과 손의 협응 훈련을 넘어선 

정교한 게임경험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을 갖춘 기기들이, 이제 시장에 나온 

것이었다.  

 

새로운 컴퓨터 게임 출판회사가 성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비디오 게임을 도서, 영화, 음악과 

동등한 예술적 지위에 올려 놓았던 것은 시기적절했다.  

 

1982년 호킨스는 애플을 떠나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를 설립했고, 새로운 회사는 

아티스트들이 작업의 창의적 통제를 유지하는 유나이티드 아티스츠(United Artists) 영화 

사를 본보기로 삼았다. 회사는 1983년 처음으로, 대니 번튼(Dani Bunten)의 M.U.L.E. 과 빌 

버지(Bill Budge)의 핀볼 컨스트럭션 셋(Pinball Construction Set) 등을 포함한 퓨처 

클래식(future classics) 게임들을 출시했다. 게임 포장은 세련된 “앨범 커버” 그래픽 디자인과 

매우 중요한 점인, 개발자 크레딧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했다.  

 

회사는 힘차게 출발했지만, 아타리 충격으로 인한 결과는 호킨스의 본래의 사업계획을 

위태롭게 했다. 일렉트로닉 아츠가 PC 게임 출판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들은 

분명 머뭇거리고 있었다. 호킨스는, 소매업자와의 일대일 관계를 돈독히 하고 든든한 

영업팀을 구축해서 각 업자들과 직접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반응했다. 

80년대에 일렉트로닉 아츠는, 조던 vs. 버드: 원온원(One on One)과 얼 위버 베이스볼(Earl 

Weaver Baseball)로 스포츠 게임 프랜차이즈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매든 NFL(Madden NFL) 

시리즈는 1988년 존 매든 풋볼(John Madden Football)로 처음 반복되었다.  

 

80년대 말에 닌텐도의 노력 덕분에, 결국 홈 콘솔은 충격 후 일시동결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Nintendo Entertainment System)은 콘솔 게임을 위한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했고 세가(Sega)는 새로운 16비트 제네시스(Genesis) 

기기로 소동에 가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전에 PC 타이틀에 집중했던 호킨스는 이를 

일렉트로닉 아츠가 콘솔출판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제네시스는 모토로라 68000 

프로세서(수년 간의 PC개발로 이미 일렉트로닉 아츠에게 익숙한 칩)를 작업하기 위해 

플랫폼으로 만들어 활용했다.  

 

일렉트로닉 아츠는 자체 방식으로 게임을 출판했지만 세가의 제한적인 라이센스 조건을 

충족하기를 꺼려했다. 호킨스는 이미 제네시스를 역설계해 놓고, 하드웨어 회사가 좀더 



우호적인 거래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세가의 승인이 없이도 게임을 발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네시스의 1989년 북아메리카 런칭이 서둘러 진행되고, 세가는 

일렉트로닉 아츠의 요구에 마음이 약해졌다. 일렉트로닉 아츠가 곧 제네시스의 강력한 게임 

라인업을 보증하는, 신디케이트(Syndicate), 킹즈 바운티(King's Bounty), 더 이모탈(The 

Immortal), 스타플라이트(Starflight), 과 존 매든 풋볼(John Madden Football) 등과 같은 고급 

타이틀을 제작하기에 이르자, 결과는 두 회사 모두에게 뜻밖의 횡재로 나타났다.  

 

1991년 호킨스는 3D 폴리곤과 저가의 CD롬이라는 다음 큰 일을 도모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래리 프롭스트(Larry Probst)를 CEO로 임명하고 결국 1994년 회사를 떠나 자신의 모든 

노력을 스스로 게임산업에 혁신적일 것이라 믿는 3DO 개발에 쏟아 부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랄리(Raleigh) 

 

랄리는 더럼, 채플힐, 캐리와 모리스빌을 포함한,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도시들 중 하나이다. 

주의 도심지역에 위치한 이 도시들은 “리서치 트라이앵글(Research Triangle)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저명한 세 곳의 연구대학, 즉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듀크대학과 채플힐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이 이 트라이앵글을 정의한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와 매우 유사하게도, 대학을 둘러싼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재를 집약시켰다.  

 

창조의 엔진 

 

초기에는 메릴랜드에 기반을 둔 에픽 게임즈(Epic Games)는 1991년 팀 스위니(Tim 

Sweeney)가 ZZT라 불리는 DOS 쉐어웨어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게임의 비주얼은 

빈약했다 -- ZZT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트맵이 표준이었던 시기에 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ASCII 캐릭터에 기반한 그래픽을 활용했다. 기본 프리젠테이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들은 ZZT를 받아들이고 ZZT-oop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들만의 창조적인 

작업을 구성해 갔다.  

 

에픽은 초창기 때 질 오브 더 정글(Jill of the Jungle)과 재즈 잭래빗(Jazz Jackrabbit)과 같은 

색채가 풍부한 플랫포머(platformer) 게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회사는 또한 에픽 

핀볼(Epic Pinball)을 개발하는 중에 캐나다의 디지털 익스트림즈(Digital Extremes)와 오랜 

창의적 제휴관계를 유지했다. 1998년 에픽은 언리얼(Unreal)의 발매와 함께 FPS 군비경쟁에 

참여할 준비를 갖췄다. 언리얼이 ZZT의 신중한 비주얼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픽은 디자인 툴인 UnrealEd 와 UnrealScript로 제작된 게임을 통해 플레이어가 



게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1999년에는 언리얼 토너먼트(Unreal Tournament) 발매가 있었고, 회사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캐리에 위치한 현재의 본사로 옮겨졌다. 에픽은 언리얼 기술에 라이센스를 주기 시작했고 

게임엔진을 1회, 2회 반복(iteration)하면서 원천기술을 사용한 듀스 Ex(Deus Ex)에서부터 

속편을 사용한 리니지 2, 브라더스 인 암즈: 로드 투 힐 30(Lineage II, Brothers in Arms: 

Road to Hill 30)과 톰 클랜시 스플린터 셀(Tom Clancy's Splinter Cell)에 이르는 갖가지 

게임들을 위한 틀을 얻을 수 있었다.  

  

극찬을 받은 에픽의 기어스 오브 워(Gears of War)는 2006년에 발매되고 이는 최신 엔진 

반복을 위한 실험장이었다. 언리얼 엔진 3 기술에 대한 요구는 현 세대의 콘솔의 

라이센스를 받은 엔진시장을 철저히 변경시켰다.  

 

에픽의 두드러진 성공과 더불어, 게임 미들웨어 사업은 멀티 플레이어들의 고향(home)이고 

랄리 지역은 다양한 엔진 빌더(builder)들을 수용한다. 채플힐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과 

데이비슨 대학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3D 그래픽의 미성숙한 분야를 탐구하기 위해, 1983년 

뉴메리컬 디자인 리미티드(Numerical Design Limited)사가 설립되었다. 초창기 제품인 

Rendition과 rPlus는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렌더링 솔루션(rendering solutions)을 제공했고, 

1997년 회사는 게임으로 관심을 돌려서 넷이머스(NetImmerse) 엔진을 출시했다.  

 

페르시아의 왕자 3D(Prince of Persia 3D), 엘더 스크롤 3: 모로윈드(The Elder Scrolls III: 

Morrowind), 프리덤 포스(Freedom Force), 그리고 다크 에이지 오브 카멜롯(Dark Age of 

Camelot)과 같은 타이틀은 모두 넷이머스 엔진을 이용했고, 2003년 NDL은 

겜브리오(Gamebryo) 게임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술을 재정비했다. 2005년 NDL은 

이머전트 게임 테크놀러지스(Emergent Game Technologies)에 합류했고 그 이후 겜브리오는 

시드 마이어의 해적!(Sid Meier's Pirates!), 시드 마이어의 문명 4(Sid Meier's Civilization IV), 

엘더 스크롤 4: 오블리비언(The Elder Scrolls IV: Oblivion)과 워해머 온라인: 에이지 오브 

리커닝(Warhammer Online: Age of Reckoning)에 활용되었다.  

 

D3 출판사 소유의 비셔스 사이클 소프트웨어(Vicious Cycle Software)사도 노스 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에 본사를 두고 있다. 모리스빌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출발한 비셔스 

사이클과 그 게임사업부인 몽키 바 게임즈(Monkey Bar Games)는 데드 헤드 프레드(Dead 

Head Fred) 와 잇 리드: 리턴 오브 맷 해저드(Eat Lead: The Return of Matt Hazard)와 같은 

오리지널 타이틀과 함께 라이센스 자산에 기반한 광범위한 게임들을 제작하고 있다. 

스튜디오는 내부에서 개발된 비셔스 엔진의 라이센스를 취소했고, 기술은 에일리언 

신드롬(Alien Syndrome), 300: 마치 투 글로리(300: March to Glory)와 퍼즐 퀘스트(Puzzle 



Quest) 의 PSP버전 제작에 활용되었다. 최근에 엔진은 비셔스 엔진 2의 출시로 2차 반복을 

거쳤다.  

 

이카루스 스튜디오(Icarus Studios)는 게임개발과 엔진 라이센싱사업 모델인, 또 다른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 스튜디오이다. 스튜디오의 포스트 묵시록적 장르의 MMO 폴른 어스(Fallen 

Earth)는 그 출시일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스튜디오가 세워진 이카루스 플랫폼은 가상세계 

개발 라이센스를 얻은 상태이다.  

 

랄리 주변지역 스튜디오들 

 

오랫동안 탁상 위의 워게이머(wargamer)였던 톰 

클랜시(Tom Clancy)는 그의 히트작인 붉은 

10월(The Hunt for Red October)를 집필하면서 래리 

본드(L ry Bond)의 하푼(Harpoon)을 참고했다. 

클랜시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절대 잃은 적이 

없었고 연이어 성공한 테크노 스릴러들을 집필한 

후에, 복잡한 군사 주제들을 컴퓨터와 콘솔로 

가져오기 위해 1996년 레드스톰 엔터테인먼트(Red 

Storm Entertainment)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10여 년 동안, 모리스

ar

   

빌에 위치한 스튜디오는 폴리티카(Politika), 레인보우 식스(Rainbow 

  

s)

지한 게임들도 랄리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버추얼 히어로즈(Virtual Heroes)는 

l  사 k

0여 년 전에 전술게임인 클로즈 컴뱃(Close Combat) 시리즈로 기억되던 아토믹 

 

Six)와 고스트 리콘(Ghost Recon) 등을 포함한 톰 클랜시 브랜드 게임들을 제작해 오고 

있다. 현재 유비소프트가 소유한 레드스톰(Red Storm)과 시니스터 게임즈(Sinister 

Game 사가 2003년 통합되었고 연합된 스튜디오는 계속 클랜시 프랜차이즈 타이틀을 

개발하고 있다.  

 

진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의료 및 1차 대응자(first responders) 훈련용 소프트웨어는 물론, 

군사훈련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숙련된 캐릭터 디자인 정보를 

제공해서 사일런트 힐(Si ent Hill)의 초상화적인 외관을 이끌어낸 토 타카요시(Ta ayoshi 

Sato)의 고향이다.  

 

1

게임즈(Atomic Games)가 레드스톰 공동 설립자인 후안 베니토(Juan Benito)와 함께 랄리에 

다시 나타났다. 방위산업에 쓰일 훈련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후에, 팀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식스 데이스 인 팔루자(Six Days in Fallujah)를 작업했다.  

 



랄리 지역은 또한 스튜디오 확장을 계획하기에 매력적인 위치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 

 

.

스 나 )

과가 중요하다. 

리와 주변 지역은, 기술 연구가 번영하면 창조적인 게임 개발자들이 따라 오고 

 

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태평양 지역은 독특한 수많은 산업 클러스터들의 고향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개 심

  

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시는, 큰 규모의 스튜디오들이 스스로 신생 업체들을 

 

스팅티브 소프트웨어(Distinctive Software) 

쿠버의 현 개발 지평은 1982년, 디스팅티브 소프트웨어(Distinctive Software)의 설립부터 

) 초 판 인

i

연

버뱅크에 본사를 둔 인섬니악(Insomniac)은 스피로(Spyro), 라쳇 & 클랭크(Ratchet & Clank) 

와 레지스턴스(Resistance) 시리즈 등을 포함한, 뛰어난 일련의 소니 하드웨어용 타이틀들을 

개발해 왔다. 최근에 회사는 발표되지 않은 타이틀을 작업하기 위해 랄리-더램 지역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일렉트로닉 아츠는 또한 EA-티뷰론(EA-Tiburon)의 자사인 

일렉트로닉 아츠-NC를 구성함으로써 리서치 트라이앵글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노스 

캐롤라이나 튜디오는 스카 카트 레이싱(NASCAR Kart Racing 과 같은 NASCAR 타이틀 

제작에 집중해 왔다.  

 

결

 

랄

번성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는 기술적인 발자취를 지지하고자 하는 주변지역들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교훈이다.  

 

브

 

환

밴쿠버는 발인력의 주된 무게 중 으로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에 합류했다. 거의 30년 

동안, 밴쿠버 신(scene)은 일렉트로닉 아츠의 거대한 EA 캐나다 시설과 레디컬 

엔터테인먼트의 생산적인 스튜디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하

설립하기로 결정한 야심에 찬 개발자들을 위해 실험장이 되어 주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지해 왔다.  

 

디

 

밴

이어온 영향력의 흐름에 의해 지속된다. 돈 매트릭(Don Mattrick)과 제프 셈버(Jeff 

Sember 가 설립한 디스팅티브는 창기에 출 사  아콜레이드(Accolade)와 접한 관계를 

가졌다. 처음에 많은 PC 포트와 액션 게임을 작업하던 스튜디오는 1987년에 장기 흥행한 

테스트 드라이브(Test Drive) 시리즈에 처음 참가하면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다음 몇 해 

동안 디스팅티브는 뒤이어 더 듀얼: 테스트 드라이브 2(The Duel: Test Drive II), 그랜드 

프릭스 서킷(Grand Prix C rcuit)과 스턴츠(Stunts)를 발매하는 등, 계속해서 레이싱 게임 

기술을 마했다.  



 

1991년, 디스팅티브는 일렉트로닉 아츠사에 흡수되고 최초로 스튜디오 인수된 출판사가 

더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 이외에, EA 캐나다는 SSX, NBA, NFL과 FIFA 스트리트(FIFA 

A 캐나다의 베테랑들이 많은 소규모 밴쿠버지역 스튜디오들의 기반을 형성했다. 

( r

되었다. EA 캐나다(EA Canada)로 이름을 바꾼 스튜디오는 스포츠 게임에서 두드러진 고속 

성장의 초석이었다. 1994년, EA 캐나다는 로드 앤 트랙(Road & Track) 잡지사와 제휴하고 

트립 호킨스(Trip Hawkins) 3DO 사의 꿈의 기기(dream machine)용 더 니드 포 스피드(The 

Need for Speed)를 제작했다. 게임은 미래 게이싱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새 하드웨어를 이용했다. 레이스 해설과 경기 중인 이그조틱 카(exotic car)의 비디오 클립 

이외에, 현실적인 차량 핸들링(handling)이 제공되고 엔진 사운드에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 

졌다.  

 

“

Street) 시리즈 등을 포함한 일렉트로닉 아츠를 위한 다양한 스포츠 타이틀들을 제작하기로 

했다. EA 캐나다를 이끌던 매트릭은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기기 전까지 EA 

월드와이드 스튜디오의 대표로 있었다.  

 

E

투록 Turok)을 제작한 프로파간다(P opaganda)의 멤버들은 자체 스튜디오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EA 캐나다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았다. 딥 프라이드 엔터테인먼트(Deep Fried 

Entertainment), A.C.R.O.N.Y.M. 게임즈, 제트 블랙 게임즈(Jet Black Games)와 콜하우스 

게임즈(Koolhaus Games) 직원들도 모두 EA 캐나다에서 일했었다.  

 
 

디컬 엔터테인먼트(Radical Entertainment) 

입(Prototype) 제작사인 레디컬 엔터테인먼트는 밴쿠버 게임개발 역사의 큰 부분을 

레

 

프로토타

차지한다. 1991년 스튜디오 설립 이후, 다크 서밋(Dark Summit)과 같은 오리지널 IP이외에 



심슨 로드 레이지(The Simpsons Road Rage)와 스카페이스: 더 월드 이즈 유어즈(Scarface: 

The orld is Yours) 등과 같은 성공이 확실한 라이센스 타이틀을 개발한다는 레디컬의 

전략은 스튜디오를 밴쿠버 게임 개발인재의 주요 고용주로 성장하게끔 했다.  

 

W

(Bully)를 제작한 락스타 밴쿠버(Rockstar Vancouver)는 1998년 바킹 독 

tu 첫 설 바

터렉 ake-T

 다른 레디컬 전(前) 사원인 마틴 사익스(Martin Sikes)는 1998년 회사를 떠나 블랙 박스 

S e t

005년 독립 EA 스튜디오로 분리 신설된 블랙 박스는 3년 후에 스케이트(Skate)를 

 

릭(Relic) 

시간 전략의 전문가인 렐릭(Relic)은 1999년 홈월드(Homeworld) 발매와 함께 화려하게 

004년 THQ에 의해 인수된 렐릭사는 워해머 40,000: 던 오브 워(Warhammer 40,000: Dawn 

불리

스튜디오(Barking Dog S dios)로 걸음을 내디뎠다. 레디컬 개발자들에 의해 립된 킹 

독은 홈월드 카타글리즘(Homeworld: Cataclysm)과 글로벌 오퍼레이션스(Global 

Operations)를 포함한 몇몇 게임을 제작했다. 테이크투 인 티브(T wo Interactive)는 

스튜디오를 매입하고 2002년 락스타 가족(Rockstar family)으로 편입시켰다. 스튜디오는 현재 

맥스 페인 3(Max Payne 3)를 작업 중이다.  

 

또

게임즈(Black Box Games)를 설립했다. 4년 후에 스튜디오는 EA 캐나다에 합류하고 니드 포 

스피드: 핫 퍼슛 2(Need for Speed: Hot Pursuit 2)를 제작했다. 블랙 박스는 니드 포 스피드: 

언더그라운드(Need for Speed Underground), 니드 포 스피드 카본(Need for Speed 

Carbon )과 니드 포 스피드 프로스트리트(Need for pe d ProS reet)로 새로운 방향의 

시리즈를 받아들였다.  

 

2

발매하면서 스케이트보딩(skateboarding) 장르에 절실하게 필요한 활력소를 불어 넣었다. 

블랙 박스가 EA 내에서 개별 사업체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는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EA 캐나다 시설로 되돌아 갔다. 사익스는 2007년 사망하기 전에 밴쿠버에서 

유나이티드 프론트 게임즈(United Front Games) 설립을 도왔다.  

 

렐

 

실

데뷔했다. 우주 전투 게임은 유명한 리소스 보다 불과 움직임을 강조하는 트루(true) 3D 

환경과 미니멀리즘, 하드 사이언스(hard science) 미학으로 다소 소멸해 가는 장르를 새롭게 

창조적으로 취했다. 홈월드는 또한 1970년대 유럽의 공상과학소설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훌륭한 작업에 귀 기울이는 세련된 비주얼 디자인을 특징적으로 다루었다.  

 

2

of War)를 발매했고 2년 후에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Company of Heroes)를 시장에 내놓았다. 

전 렐릭 직원들은 분리되어 나가서 스모킹 건 인터랙티브(Smoking Gun Interactive)를 

설립했고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다.  



 

소규모 스튜디오, 대규모 프로젝트 

쿠버에 메이저급 스튜디오들도 있었지만, 이 곳에 본거지를 마련한 소규모 스튜디오들도 

헤드 게임즈(Hothead Games)는 에피소드풍의 페니 아케이드 어드벤처스: 온 더 레인-

c

이

(Ironc

 

운데이션 9(Foundation 9) 스튜디오들 중 하나인 백본 엔터테인먼트(Backbone 

레

e o

게

턴

c

쿠버에 소재한 대규모 및 소규모 스튜디오들은 모두, 갖가지 개발활동을 지원하는 등 

 

밴

많았다. 세 자리에서 네 자리 수의 직원을 가진 스튜디오들은 규모는 컸으나 프로젝트는 

그리 인상적이지 못했다.  

 

핫

슬릭 프리시피스 오브 다크니스(Penny Arcade Adventures: On the Rain-Slick Precipi e of 

Darkness)로 어드벤처 게임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었다. 스튜디오는 또한 곧 출시될 론 

길버트(Ron Gilbert)의 데쓰스팽크(DeathSpank)를 작업 중이다. 실시간 전략 게임인 신스 

오브 어 솔라 엠파 어(Sins of a Solar Empire)의 공동 창작자인 아이언클래드 

게임즈 lad Games)는 버나비(Burnaby) 근방에 위치한다. 스포츠 타이틀인 프런트 

오피스 매니저(Front Office Manager)와 더 빅스(The Bigs)를 개발한 블루 캐슬 게임즈(Blue 

Castle Games)는 현재 캡콤(Capcom)을 위해 데드 라이징 2(Dead Rising 2)를 제작 중이다.  

 

파

Entertainment)는 밴쿠버에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넥스트 벨 게임즈(Next Level 

Games)는 닌텐도용 슈퍼 마리오 스트라이커즈(Sup r Mari  Strikers)와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차지드(Mario Strikers Charged)를 제작했다. 슬랜트 식스 게임즈(Slant Six Games)는 소니용 

소콤(SOCOM) 프랜차이즈를 인수했고 현재 소콤: U.S. 네이비실스 파이어팀 브라보 

3(SOCOM: U.S. Navy SEALs Fireteam Bravo 3)를 제작 중이다. 쓰리웨이브 

소프트웨어(Threewave Software)는 퀘이크(Quake)를 수정한 깃발빼앗기 임(CTF)을 

창작했고 다양한 중요 슈터들에게 리  투 캐슬 울펜스타인(Return to Castle Wolfenstein), 

둠 3: 리서렉션 오브 이블(Doom III: Resurre tion of Evil)과 아미 오브 투(Army of Two) 등을 

포함한 멀티플레이어 컨텐츠를 제공했다.  

 

밴

21세기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