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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디크래프트 소개
인디크래프트는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수한 인디게임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건강한 게임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2017년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StepUP!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19년에
지금의 ‘인디크래프트’로 명칭을 바꾸며 공모전을 넘어 글로벌 게임문화축제로 확대하였습니다.

인디크래프트 히스토리
2017년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Step UP 프로젝트
2018년 성남 인디게임 & 게이미피케이션 공모전
2019-2020년 인디크래프트
인디크래프트 공식홈페이지

주최

주관

후원사

가상게임쇼 접수페이지

2020 인디크래프트 사업 안내
2020 인디크래프트

개발사 선정

1차 우수기업선정

사업화 지원

가상게임쇼

국내 외 인디게임
모집 및 심사

국내부문 6개사
커뮤니티부문 2개사
바우처지원

국내 및 커뮤니티부문
대상 멘토링 지원
후원사 사업화지원

국내최초! 온라인 가상게임쇼
전 세계가 함께하는
글로벌 게임문화 축제

성과발표회
국내부문 TOP6,
커뮤니티 부문 특별상 선정
상금, 바우처권 시상
(부문별 시상내역 상이함)

2020 인디크래프트 우수 인디게임 선정작
국내부문 40개작, 해외부문 4개작, 커뮤니티부문 10개작 선정

바우처 지원
1차 지원
지원대상

2차 지원
심사 결과 국내부문 상위권 6개사

지원대상

커뮤니티부문 참가사 2개사

최종 선정된 TOP 6 / 커뮤니티부문 특별상 1개사
※ 후원사 pick을 통한 추가 선발 및 시상

지원기간

2020.6. ~ 11. (6개월)

지원기간

2020. 10. ~ 12. (3개월)

지원규모

총 4천만원

지원규모

총 5천 5백만원
※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별도 후원사 선정 개발사

참가 후원사 메가존, 원스토어, 유니티, 엑솔라 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성과 발표회
지원대상

2020년 참가사 TOP 40 중에서 TOP 6 선정
2017년~2019년 참가사 10개 중에서 1개사 선정 (특별상)

시

상

TOP 6 시상 및 특별상 시상 (10월 예정)

문의 인디크래프트 운영사무국
TEL

070-8680-6477

MAIL

indiecraft@k-mga.or.kr
※ 전화문의는 평일 10:00~17:00까지만 가능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0 인디크래프트 가상게임쇼
행사 일시
B2B 7.22(수)~7.23(목), 10:00 ~ 18:00

B2C 7.24(금)~7.26(일), 10:00 ~ 18:00

접수 방법
B2B ~7월21일까지 인디크래프트 접수페이지(https://indiecraftgameshow.com/)에서 신청
B2C ~7월20일까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8533)에서 사전등록시 런처 및 유저가이드 메일로 발송
* 7월 20일 이후 부터 사전등록 없이 인디크래프트 접수페이지에서 런처 다운로드 가능

프로그램
B2B

B2C

국내 최초로 가상 공간에서 개최되는 게임쇼
8,000여명의 국내·외 퍼블리셔, 게임관계자, 유저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게임문화 축제
가상전시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한 가상 전시회 속 선정 게임 방문
인디크래프트 선정작 60여개사 및 관계사 등 총 70여개 전시
VoiceChat(한/영) 및 Text Chat(영어)을 통한 실시간 상담 및 채팅기능

· ‘MeetToMatch’를 통한 퍼블리셔, 투자자,
게임관계자와의 온라인 비즈매칭
· 글로벌 게임전문가들의 스피킹 세션

월드구성

· 7/25(토) 13시, 가상게임쇼 실황 방송 (출연:G식백과 김성회 등)
- 트위치 ‘트게더라이브’ 계정을 통해 시청 가능
· 다양한 추천 이벤트 운영 (QR코드 넣기)
- 월드 이미지 해시태그 이벤트

※ 월드별 동접자수의 제한이 있어,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 발생시에는 타 월드를 방문하시면 대기없이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총 6개 월드별 테마로 구성됩니다.
· A월드 Best Game Zone (2020 1차 우수선정작)
· B월드 Mobile Game Zone Ⅰ
· C월드 Community Zone (2017~2019 우수선정작)
· D월드 PC Game Zone
· E월드 Mobile Game Zone Ⅱ
· F월드 Global Zone (해외게임 + 다양한장르)

스피킹 세션

※ 스피킹세션 강연영상은 B2B 기간인 7월 22일 ~23일까지만 진행되며, 10:00~18:00 까지 각 월드내 컨퍼런스룸에서
매시간별 동일한 강연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2C 기간에는 개발사 홍보영상이 진행됩니다)

시간

A월드

B월드

C월드

+00:05

Megazone Cloud
김정동(메가존)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게임서비스플랫폼
이용현(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Amazon Game Lift
이용주(메가존)

+00:30

게임 퍼블리싱의 미래: 당신만의
크로스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
Chris Hewish(엑솔라)

엑솔라를 통한 인디개발사의
자체 서비스 노하우
이주찬(엑솔라)

실감형 콘텐츠 산업과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저작도구
이태현(고브이알)

D월드

E월드

F월드

+00:05

ID@XBOX란 무엇인가?
크리스찰라(Xbox)

라이브스트리밍을 활용한
크리에이터 마케팅 전략
박성준(EJN)

Amazon Game Lift
이용주(메가존)

+00:30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게임서비스플랫폼
이용현(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Megazone Cloud
김정동(메가존)

ID@XBOX란 무엇인가?
크리스찰라(Xbox)

2020 인디크래프트
최종 선정작 및 전시작 소개
인디크래프트 홈페이지

※ 보다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 소개를 참고해주세요.

국내 부문
집에 가고 싶어

리플이펙트

다이스 세이버

슈퍼나드

아웃사이더 키즈

엔투엔즈

소년과 바다

움직여봐요 한글퍼즐

베이퍼월드

가방맨스튜디오

실나비

이매진템페스트

퇴근길랠리

좀비 스위퍼

클라이밍 스타즈

소은게임

(주) 아크 게임 스튜디오

미디어워크

네바에

셔터냥

냥냥리조트

Alpheratz*

프로젝트모름

파더메이드

천국의 샌드위치:
고양이 식당

젤터

한국사RPG 난세의영웅

주식회사원앤원(1N1)

지원플레이그라운드(주)

투캉캍

래트로폴리스

사망여각

엔젤 사가

카셀 게임즈

Rootless Studio

주식회사알케미스트게임즈

여명

더 나이츠

퍼즐 슈가 플레버

LIMITED

신디즈스튜디오

㈜아스트로픽스

도미노시티

산토리니 모바일

날 따라와

배드빈즈

㈜나누컴퍼니

키게임즈

피그로맨스

얌얌마을과토요요

숲 속의 작은 마녀

㈜외계인납치작전

코네트게임즈

SunnySideUp

오드리아!

만들어봐, 요정의 집!

소원

주식회사 오드원게임즈

프로비스 게임즈

펌킴

던전에서 멈추지마!

슈터라마

탱크킹

㈜엔비전크리에이티브

㈜크랩

엔유소프트

배틀 오브 블럭

카르마나이트

레이저존

㈜이그니스 소프트

울트라마린 소프트

게임캔버스

마지막 치킨

레니멀즈

버킷 스쿼드 :
좀비버스터즈

Lorem

㈜셀렉션

픽셀업

The Return :
Forbidden Throne

Lo-Fi Room

Duraka

Studio Puppeteer

Bearmask Studio

Pixelated Enterprise

리로드

캣트릭스

배틀LIVE

래빗홀게임즈

㈜리브라시스템스

플로트릭

Cat Tail Tale

VR 케렌시아

히어로 크래프트

담백

다다스미미

토이박스

험비독 레전드

용사가 되어버렸다

팔피토

구리스

It Games

㈜팔피토

울프 앤 피그스
㈜ 비주얼라이트

해외 부문

Zelle
Odencat Inc.

커뮤니티 부문

도어
플레이 메피스토왈츠

2020 인디크래프트와 함께합니다.

후원사 (기업)
메가존

원스토어

메가존클라우드는 국내 최다 게임 고객사 보유 클라우드
MSP 기업으로, 다년 간의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인디게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대한민국 대표 앱마켓으로 게임사
친화적인 좋은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디게임 개발자를 응원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엑솔라

국내1위 포털 기업 네이버의 IT 전문 자회사로
기업용(B2B) 클라우드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엑솔라(Xsolla)는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X BOX (마이크로소프트)

엔씨소프트

Xbox는 플레이어를 중심으로하여 게이머가 원하는
기기와 환경에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연결된 세로운 세상, 엔씨소프트가
만들어 갑니다.

EJN

유니티

EJN은 크리에이터의 수익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실시간 3D 개발 플랫폼 제작 선도 기업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는 다양한 플랫폼 게임과 3D/2D/VR/AR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게임 엔진 유니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넥슨코리아

넷마블

국내 최대 게임개발사 넥슨은 전 세계 190여개국 이상
국가에서 약 60종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전 세계 14억명
이상의 유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게임회사입니다.

넷마블은 업계최초로 퍼블리싱 비즈니스 사업모델
도입과 더불어 BTS월드 등 흥행작을 배출한
대한민국 대표게임사입니다.

조이시티

컴투스

프리스타일2 NO1. 온라인 농구게임을 서비스합니다.

199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는
우수한 게임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대표 게임 기업입니다.

고브이알

엠그로스

VR제작, 유통, 교육 등 VR의 모든 것, GOVR입니다.

엠그로스는 생각과 기술과 경험을 서로 연결시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프링컴즈

게임펍

스프링컴즈는 글로벌 157개국에 모바일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또한 훌륭한 개발사 및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펍은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한다”는 목표 아래 마케팅,
운영, 퍼블리싱, 개발을 아우르는 회사입니다.

게임인재단

케이제이앤 투자파트너스

게임인재단은 게임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게임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케이제이앤투자파트너스(유)는 2018년 설립한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Venture Capital입니다.

2020 인디크래프트 개인 후원자 명단
조성태 구창식 김성실 김복남 이호웅 정재목 박일환 송도근 정동진 이주찬 김성준 최성웅 권혁주 이대희 김현규 배치규 이재윤
배성곤 김주일 이은진 조현재 박영곤 유제정 김도형 홍성민 서양민 맹상영 박준성 배효성 나지웅 신소헌 김홍석 이양구 황수진
정철화 양선우 손유락 최진영 장승열 최삼하 임훈민 곽경배 정희철 남주연 피어코퍼레이션 코너스톤주식회사 제이커브이앤티

Special Thanks To.
김진욱 법무법인신원 대표변호사 송민석 유니티테크놀로지스 본부장 이호대 플레로게임즈 대표 이정훈 코나인베스트먼트 이사
황성익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협회장 한동열 ㈜한성컴퓨터 대표 조성태 ㈜게임펍 대 표이사 김강안 111퍼센트(주) 대표
전영돈 한성대학교 교수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신영철 스프링컴즈 대표이사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
홍성주 팀오투 대표 나동현 215멘션 대표이사 정승훈 나인탭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