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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의
디지털게임산업 

귀사의	차기	빅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	및	공급자는		
항상	새로운	빅	아이디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새로운	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풍부한	인재,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온타리오를	게임	개발에	
이상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온타리오에는	Capybara	
Games,	Magmic,	XMG	
Studios	등	국내	유수의	게임	
개발업체들뿐만	아니라	Glu	
Mobile,	Rockstar	Games,	
Toca	Boca,	Ubisoft	등	세계	
굴지의	게임산업	거물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면	온타리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우수한	인재. 우리 온타리오는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및 프로그래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셰리든전문대학, 세네카전문대학, 토론토대학교, OCAD 대학교, 
워털루대학교 등 44개의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약 24,000명의 
학생이 디지털 게임 관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사회의 하나로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이는 국제 게임 시장에 출시할 게임을 개발할 때 큰 장점이 
됩니다.

2.	 	저렴한	비용. KPMG의 2014년도 Competitive Alternatives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에서부터 처음 10년 동안 디지털 미디어 
회사가 지출하는 기업비용은 캐나다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합니다. 

미국	대비	비용	우위/
열위	%
자료	출처:	Competitive	
Alternatives,	KPMG	LLP	
(Canada),	2014

3.			혁신적	기술. 게임 개발자는 제품의 창조, 설계, 개발 및 시험에 
최신 기술이 필요하며, 우리는 저렴한 최첨단 강화 광섬유, 광대역, 
재난 복구,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기술 지원 등의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온타리오에는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첨단 3D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자들을 비롯하여 모션 캡처 종합단지와 
총면적 23,000평방미터의 최첨단 미디어 단지가 있습니다. 

4.			견실한	기반. 온타리오의 디지털게임산업은 기반이 튼튼하고 
고도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혁신의 한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디자인 및 애니메이션에서 
특수효과, 포스트프로덕션, 소셜 미디어, 온라인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0여 개의 디지털 미디어 회사가 
디지털게임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	 	확실한	인센티브.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는 게임 개발자 및 
제작자의 비용을 최고 40% 절감해줍니다. 또한 우리 온타리오는 
기업들이 임시근로기간 중에 핵심 인력을 재배치하기 쉽게 해줍니다.  

6.	 	빼어난	삶의	질.	우리 온타리오는 G7 국가 중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삶의 질을 제공하며, 따라서 최고의 인재를 유치 및 보유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미지 제공: DrinkBox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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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에서 재생지에 인쇄됨

온타리오를	새로운	빅	아이디어로	삼은	기업들.
파리에 본사가 있는 Gameloft는 토론토에 최첨단 디지털 게임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스마트폰, 이동기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전용 게임을 개발합니다.

뉴욕에 본사가 있는 Rockstar	Games는 밴쿠버 스튜디오를 토론토로 옮기고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여 온타리오에서의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장래의 프로젝트를 

위한 강력한 창의력’이 될 것으로 Rockstar가 믿는 토론토 팀은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4 및 엑스박스 원 등의 차세대 콘솔용 오픈 월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디지털 토이 앱 개발자인 스웨덴의 Toca	Boca는 최근 토론토에 있는 

zinc Roe 사를 인수하여 ‘Sago Sago’라는 새 토론토 스튜디오를 출범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혁신적인 아동용 앱을 개발하라는 국제적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토론토의 TransGaming은 게임 공급자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신속하고 쉽게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독점적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최신 기술은 스마트 TV용 주문형 프리미어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GameTree TV

입니다. 

프랑스의 게임산업 거물 Ubisoft는 ‘온타리오가 오랜 세월 동안 개발해온 우수한 

인재 자원’에 매료되어, ‘AAA’ 콘솔 게임 제작이 전문인 토론토 스튜디오에 10여 년에 

걸쳐 8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해주는	각종	재정지원	제도 
온타리오는 세계적인 디지털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온타리오는 게임 
제작자 및 아웃소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크게 절감해줄 수 
있는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온타리오	대화형디지털미디어	세금공제	(Ontario	
Interactive	Digital	Media	Tax	Credit). 
특정적으로 게임 개발자 및 제작자를 위해 만든 이 
제도는 온타리오 주에서 개발된 게임의 인건비, 마케팅 
및 유통 비용의 최고 40%를 환급해줍니다. 용역계약에 
의해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세금공제는 인건비의 
35%입니다. 이 중 어느 경우이건, 공제액에 대한 
프로젝트별 한도 또는 기업별 연간 한도는 없습니다.

•			대화형디지털미디어기금	(Interactive	Digital	
Media	Fund). 게임 개발자 및 제작자에게 출시 가능 
상품 개발 1건당 최고 $150,000를 지원합니다.

•			산학협력교육	세금공제	(Co-operative	Education	
Tax	Credit).	온타리오 주 소재 전문대 또는 종합대 
재학생을 채용하는 게임 개발자는 그 급여의 25%에 
상당하는 환급가능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생  
1인당 $3,000 상한). 이는 귀사의 비용을 절약해줄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신입사원 후보 평가 방법이 됩니다. 

귀사의	차기	빅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타리오	투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InvestInOntario.com
E-mail: info@InvestInOntario.com

모든	금액은	달리	표시되지	않은	한	캐나다	달러입니다.
본	정보는	인쇄	당시	정확한	것입니다. © Queen’s Printer for Ontario, 2014    019169-KOR/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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