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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철학과 비전을 표현한 키 비주얼
> 디자인에 따라 롤링
3 . NEWS 최근순
관리자가 지정시 지정글 우선 노출
3-1. 해당 메뉴로 이동

>

3-2. 해당 아티클로 이동
4. CAREERS 최근 채용공고
관리자가 지정시 지정글 우선 노출
5. IR 최근 공고 3개 노출

최고의 추구

지속적 발전

더불어 행복

IR
[공고] 주식분할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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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부감사 선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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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3주년 기념 업데이드

2분기 채용공고

1,820,000

뮤직테마모드 에갈렌에 기간 한정 출시 - 뮤직
히어로 스킬 플레이, 뮤직 페스티벌 즐길 수 있
어 특정맵에..

사람중심의 회사로 크래프톤의 비전을 구성원
이 함께 공감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조
직과 개인이…

3-1

MORE

[공고] 2020년 사업보고서
MORE

15,000
KRX 2021.03.19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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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ON GAMES

6. GAMES 소개 영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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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영국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최고 멀티플레이어 게임상 수상, 올해의 PC게임 수상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해외 진출 부문 대통령 표창

MORE

7. STUDIOS 로고 노출, 소개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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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tudios
8. 별도창 이동
https://krafton.recruiter.co.kr/appsite/
company/index

PUBG

BLUEHOLE

RISINGWINGS

Striking Distance Studio

9. 각 페이지로 이동

10. 패밀리 사이트
PUBG
https://www.pubg.com/
RISINGWING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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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isingw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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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채용사이트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처리방침

펍지 채용 사이트

문의하기

열린신고제고

Family Sites
11

11. 소셜링크
https://www.facebook.com/Krafton.official/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o6xxhd52BavMVKclBJw
https://blog.krafton.com/
https://post.naver.com/kraftongame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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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PUBG

배틀그라운드

회사연혁

Bluehole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라이프

공시정보

도전의 역사

RisignWings

테라

피플

주가정보

브랜드 센터

SDS

엘리온

채용정보

재무정보

NEWS

인재상 & 핵심가치 경영정보

미스트오버

IR 활동

골프킹 :월드투어

IR 자료실

마이골프킹

증권사 커버리지

볼링킹

공고

아처리킹

새소식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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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확인필요

크래프톤 이야기
1

KRAFTON = Keep the Cra smanship On
게임 제작의 명가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도전정신으로 게임 제작에 임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의 비전(Vision)은 ‘게임 제작의 명가’ 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가치(Core Value)는 ‘장인 정신(Cra smanship)’입니다.
비전과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크래프톤의 메시지(Slogan)는 ‘Keep the cra smanship on’이며
이를 함축하여 탄생한 이름(Brand Name)이 KRAFTON 입니다.

1

VISION
KRAFTON’s WHY-HOW-WHAT
WHY
우리는 게임이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HOW TO SOLVE
독창성, 끊임없는 도전정신,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WHAT WE MAKE
독보적인 창작의 결과물을 확장하고 재창조 함으로써
팬들이 경험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순간들을 무한히 연결하는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할 그곳에서, 모두와 만나겠습니다.

3

VALUES

WILL :
THRIST FOR CREATIVITY

WAY:
GROWTH THROUGH CHALLENGES

SPIRIT:
ALIGNED ON ONE VISION

BE ORIGINAL, STAY CREATIVE

BE BOLD, LEARN AND WIN

ONE TEAM, ONE DREAM

독보적인 정체성 추구

문제해결을 위한 과감한 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한 팀워크

우리의 크리에이티브 아이덴티티(Crea ve
Iden ty)는 스튜디오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하
고 차별화된 정체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팬을 중심으로 한 사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확한 크리에이티브 아이덴티티를 쌓
아갑니다.

도전이란 새롭고 예흑 불가능한 것을 하되,
최선을 다하며,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며,
실패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전을 합
니다.

우리의 업은 열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회사와 구성원은 열정을 바탕으로 공통의 비전
에 동의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
계입니다.
회사는 구성원의 환경을 위해 노력해가고,
구성원은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해

TO GO ON IS TO GO FAR

SUCCESS IS A RESULT, NOT A GOAL

BE OPEN_MINDED, BUILD TOGETHER

지속적인 경험을 통한 성장

가치 있는 시행착오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소통

우리는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항상 고민해야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창작의 과정에서 얻는 긍정적인
경험이
좋은회사에서 그 다음 단계의 (Good to great) 회

성공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끝에 성공
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팬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치를 두는 방법을 실천해 나갈때,
성공이라는 결과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소
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충돌을 조절하는 과정
에서 균일함을 추구하는 조직들이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특별한 결과물(Breakthrough)이 만들
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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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3개년도씩 가로 스크롤링으로 연출
2. 화면을 반으로 분할하여
마우스 호버시 영역으로 이동하면 스크롤 화살표 노

남겨온 흔적

출. 클릭시 페이지 가로 스크롤링
*디자인에 따라 레이아웃 및 노출 분량등 달라질 수
있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남겨온 흔적
1

2020

2019

- Dec
크래프톤, 펍지주식회사 합병
블루홀스튜디오 독립 법인 설립
피닉스, 딜루젼스튜디오 합병, 라이징윙스로 사명 변
경

- Nov
- Dec
<테라>콘솔(XboxOne)버전 아시아 서비스 지역 출시 블루홀스콜, ‘스콜’로 사명 변경
피닉스, 모바일 게임 <골프킹>글로벌 출시
블루홀피닉스, ‘피닉스’로 사명 변경

- Jun
모바일 게임<빅 배드 몬스터즈> 일본 출시
레드사하라, 판교 거점 이전
- Mar
레드사하라, 모바일 게임 <테라 히어로> 출시
- Feb
엔매스, <다크 크리스탈 택틱스:저항의 시대> 글로벌
출시

2018

< >

- Oct
<미스트오버> 콘솔 및 PC출시
스콜, 모바일 RPG<테라 오리진>일본 출시

- Nov
<테라> 콘솔버전 일본출시
블루홀, ‘크래프톤’으로 사명 변경

- Sep
모바일 게임<미니라이프>글로벌 출시

- Sep
블루홀 판교 거점 이전

- Aug
모바일 게임 <탭탭플라자>글로벌 출시

- Aug
블루홀, 텐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딜루젼스튜디오, 모바일 RTS게임 <캐슬번>글로벌 출
시

- Jul
딜루젼, 판교 거점 이전
<테라> 콘솔(PS4)버전 아시아 지역 출시

- Jan
- May
피닉스, 모바일 게임 <보우맥스>출시

- Jul
딜루젼스튜디오, 블루홀 연합 합류
- May
블루홀피닉스, 모바일 스포츠게임 <월드 사커킹>글로
벌 출시
- Apr
<테라> 콘솔 버전 북미, 유럽 출시
- Feb
레드사하라스튜디오, 블루홀 연합 합류
- Jan
<테라> 태국 정식 서비스 실시

Naviga on

Descrip on
1. 유투브 플레이 (페이지에서 바로 플레이)
*총 24개 콘텐츠, 년도별 최대 5개

도전의 역사
시행착오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바로 ‘게임 제작의 명가’를 향한 KRAFTON의 원동력입니다
최고의 게임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2012

2012.09 - 2015.03

EGG(EGG)
협동 플레이 중심의 MMORPG 개발에 도전
1

2013

2013.08 - 2016.05

명랑스포츠(Myeongrang sports)
블루홀 캐주얼 스포츠 게임의 기원이 된 도전이 도전을 통해 이후 볼링킹, 아처리킹 개발

2014

2014.04 - 2017.10

오피스럼블(Oﬃce Rumble)
글로벌 빌드의 기본을 학습할 수 있었던 도전

2014.05 - 2014.05

미니돔(Minidom)
과거 인기 플래쉬 게임을 모바일 플랫폼에 맞게 재해석하여 모바일화에 도전

2014.06 - 2015.06

전설의 돌격대(LINE Fantasy Heroes)
빠른 개발력으로 제작부터 출시까지 8개월만에 실행하며
RPG 제작 플랫폼의 원형을 개발하는 것에 도전

2014.08 - 2015.09

데빌리언 PC(Devilian PC)
핵앤슬래쉬 전투를 한국식 MMORPG로 구현
*핵앤슬래쉬: 다수의 적을 빠르게 쓰러뜨리는 직관적인 전투를 강조하는 스타일

2015

2015.03 - 2016.11

프로젝트V(Project V)
서로 다른 장르인 RTS와 RPG 결합에 도전

2015.08 - 2017.10

하이파이브 (High 5)
캐릭터 육성이 가능한 새로운 리듬 액션 게임 개발 도전

2015.10 - 2016.12

프로젝트S (Project S)
모바일에서 MMO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도전

디자인에 따라 레이아웃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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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자료 기준 확인필요

브랜드 센터
BRAND RESOURCE CENTER
크래프톤과 각 스튜디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고유의 로고, 컬러, 서체 등 디자인 요소를 통해 표현됩니다.
브랜드 리소스 센터에서는 크래프톤과 각 스튜디오의 로고, 서체 등 베이직 디자인 애셋과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브랜드의 디자인 애셋을 다양한 매체에 일관성 있고 명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적용 가능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CI

CMYK 0/0/0/100
RGB 0/0/0
#000000

LOGO (ZIP)

CMYK 0/0/0/0
RGB 255/255/255
#FFFFFF

TYPEFACE (ZIP)

크래프톤 로고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핵심가치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독창성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UIDELINE (PDF)

STUDIO

LOGO (ZIP)

LOGO (ZIP)

GUIDELINE (PDF)

GUIDELINE (PDF)

LOGO (ZIP)

LOGO (ZIP)

GUIDELINE (PDF)

GUIDELINE (PDF)

크래프톤 로고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핵심가치를
브랜드 애셋 사용 규정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ask@kra on.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애셋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주)크래프톤에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시 반드시 크래프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크래프톤 서체는 개인적 및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서체를 유료 판매하거나 임의로 수정, 편집할 수 없으며,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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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리스트

Studios

Logo

1

Logo

PUBG

BLUEHOLE

DEVELOPER | PUBLISHER

DEVELOPER | PUBLISHER

PUBG를 가장 강력한 문화
IP로 성장시키겠습니다

MMORPG 장르를 대표하
는 게임 제작사가 되겠습

Logo

Logo

RISINGWINGS

Striking Distance Studios

DEVELOPER | PUBLISHER

DEVELOPER | PUBLISHER

남다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
에서 승부하는 게임 제작사가 되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게
임”을 만드는 게임 제작사가 되겠

Descr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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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튜디오 설명 + 비주얼
게임사진 외에 회사 및 멤버 사진필요
2. 해당 스튜디오의 게임 목록 자동 노출

PUBG

해당 게임 소개페이지로 이동

DEVELOPER | PUBLISHER

PUBG를 가장 강력한 문화 IP로 성장시키겠습니다.
1

게임, 그 이상의 IP

Logo

펍지 주식회사는 KRAFTON의 철학과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기반으로 가치가 높은, 게이
머의 사랑을 받는 게임을 제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PUBG)’만의 새롭고 색다른 플
레이 경험으로 게이머들을 끊임없이 즐겁게 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PUBG의 본질에 집중하여 저희가 새롭게 개척
한 장르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선도하며, 끊임없이 게임플레이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PUBG를 단순 게임 콘텐츠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PUBG만의 최상의 신선한 자
극을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일부에 녹여 팬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자 PUBG IP 기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퀄리티에 대한 비타협적인 집착
저희 펍지 주식회사가 생각하는 장인정신은 퀄리티에 대한 비타협적인 집착입니다. PUBG만의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저
희는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우려와 편견을 극복했으며, 포기를 모르는 끈기와 집요함을 갖고 무수한 반복과 시도를 통해 새로운 경
험을 창출하고, 그것을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펍지 주식회사는 장인정신의 고집과 투혼으로 명작 게임 PUBG 제작에 성공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퀄리티에 대해
고민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여 끊임없는 모험과 도전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가”
게임 제작자라면 누구든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게임 제작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게임에 열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임 제작의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러한 게임
제작자들은 게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높고, 게임 플레이 경험이 많은 열성 유저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임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감함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감함입니다. 게임은 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게임 플레이
경험이라는 것은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것이고 게이머는 끝없이 새로운 경험을 갈구합니다. 그렇기에 게임을 제작
할 때에는 보다 더 새롭고 더 재미있는 경험을 만들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험의 영역은 게임 플레이 설계의 영역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일 수도 있고, 새로운 비주얼 경험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요소가 한 데 어우러져 작용하는 종합적인 경험

PUBG는 팬 커뮤니티의 사랑으로 성장한 게임이며, 팬들의 만족을 최우선시합니다.
저희는 팬들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분석 및 해석해 펍지 주식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립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팬들에게 완성도 높은 새로운 경험,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팬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은 펍지 주식회사의 출발부터 시작해 현재,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것

최상의 게임플레이 경험을 기반으로 PUBG를 가장 강력한 문화 IP로 성장시키겠습
KRAFTON 연합의 일원으로서 연합의 철학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인정신’의
뜻을 품고, 게임 제작의 명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PUBG를 서비스해 나갈 겁니다. 펍지 주식회사는 자사의 아이덴티티인 PUBG를
중심으로 끝없는 발전과 노력을 통해 최상의 게임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PUBG를 가장 강력한 문화 IP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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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G Games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
운드
PLAYERUNKNOWN’S
DEVELOPER | PUBLISHER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
드
:뉴 스테이스
PLAYERUNKNOWN’S
DEVELOPER | PUBLISHER

PUBG는 김창한 대표의 게임 개발 의지와 도전정신에서 시
작된 프로젝트로, 20여 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과 함께 배틀로
얄이라는 새로운 게임 장르를 개척한 게임입니다.

PUBG는 김창한 대표의 게임 개발 의지와 도전정신에서 시
작된 프로젝트로, 20여 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과 함께 배틀로
얄이라는 새로운 게임 장르를 개척한 게임입니다. (설명수정

* 디자인에 따라 단구성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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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튜디오 설명 + 비주얼
게임사진 외에 회사 및 멤버 사진필요

BLUEHOLE
DEVELOPER | PUBLISHER

MMORPG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1

MMORPG의 새로운 장을 연 블루홀

Logo

Studio BLUEHOLE은 MMORPG의 새로운 장을 연 게임 제작 스튜디오로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게임업계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계 모든 이용자들이 공
감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힘만으로 그 속도를 따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KRAFTON 내 인재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동시에 격려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시장의 변화에 신속
히 대응하고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Studio BLUEHOLE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중과 공감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세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과 공감하고, 이용자와 타인의 시선으로 스스로의 작품을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작 스튜디오 내부적으로 개발, 비개발의 역할 구분없이 모두가 개발자라는 생각이 그 밑
바탕에 자리잡을 때 게임 제작의 명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MMORPG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 제작
스튜디오 브랜드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

BLUEHOLE Games

테라
TERA
PC | 콘솔

엘리온
ELYON - ASCENT: INFINITE
REALM
PC

진정한 액션의 플래그십 MMORPG. TERA(The Exiled Realm
of Arborea)는 장르 최초로 구현된 논타겟팅(Non-Targe ng)
기반의 전투 시스템으로 MMORPG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
니다.

새로운 세상 ‘엘리시온’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엘리
온’.<br>‘엘리온’을 차지하기 위한 위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2. 해당 스튜디오의 게임 목록 자동 노출
해당 게임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단구성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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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WINGS
DEVELOPER | PUBLISHER

해당 게임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단구성 달라짐

The Most Widely Desired Mobile Game Provider
1

The Most Widely Desired Mobile Game Provider

Logo

2. 해당 스튜디오의 게임 목록 자동 노출

우리의 이상은 게임으로 많은 고객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적, 연령, 성별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든 쉽게 익히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일시적이고 가벼운 재미만으로 쉽게 휘발되어 잊혀지는 게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게임, 오래 즐겨도 여전
히 재미있는 게임으로 고객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Developer가 아니라 Provider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게임의 구상부터 고객의 플레이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익숙하지만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화려한 그래픽이 많은 콘텐츠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객의 게임 플레이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고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정답이나 비결을 알지 못합니다.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은 시장 속에 숨겨져 있는 퍼즐을 찾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2

RisingWings Games

골프킹 : 월드투어
GOLF KING : WORLD TOUR

미니골프킹
MINI GOLF KING

모바일

모바일

가장 리얼한 모바일 골프 게임!
모바일 게임 중 가장 아름다운 배경과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글로벌 기획/개발/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했으며 캐
주얼 게임 장르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매출 효율을 보이고 있
습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자에서 글로벌 에픽 스튜디오가 되어가는
라이징윙스의 성공적인 첫 발걸음입니다.

볼링킹
BOWLING KING

아처리킹
ARCHERY KING

모바일

모바일

글로벌 퍼블리셔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공략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시작점입니다.
라이징윙스의 방향과 철학, 빌드 자신감이 틀리지 않음을 증
명 (*DAU 150만)했으며 글로벌 No.1 볼링 게임으로 자리잡
았습니다.

라이징윙스가 주도한 두 번째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 라이징
윙스가 추구하는 게임성/재미 요소가 폭발적인 트래픽
(*DAU 300만)으로 이어짐을 재확인했으며, 글로벌 No.1 아
처리 게임으로 등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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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ing Distance Studios
DEVELOPER | PUBLISHER

퀄리티와 우수성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1

열정. 창의성. 협업

Logo

데드스페이스와 콜오브듀티 프랜차이즈 개발 경험이 있는
베테랑 Glen Schoeﬁeld이 이끄는 Striking Distance Studios의 개발 팀은
최초로 출시하는 게임인 The Callisto Protocal 개발에 힘쓰고 있다.
The Callisto Protocal은 목성의 달 Callisto에 위치한 감옥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 기반 싱글플레이어 생존 공포 게임이다.

사람 중심
우리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게임을 즐기는 팬들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
우리는 스튜디오와 커뮤니티에 상호 존중, 신뢰, 다양성 및 창의적인 용기가
존재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람 중심
우리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게임을 즐기는 팬들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
우리는 스튜디오와 커뮤니티에 상호 존중, 신뢰, 다양성 및 창의적인 용기가
존재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Striking Distance Studios Games

THE CALLISTO PROTOCOL
PC | 콘솔

2320년 목성의 죽은 달 Callisto를 배경으로 한 게임 The
Callisto Protocol은 차세대 생존 공포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는 최대 규모의 보안 교도소인 Black Iron Prison으로 부터 탈
출하고, 무시무시한 비밀을 밝혀내야하는 도전이 플레이어
들에게 주어진다. 공포, 액션,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혼
합된 이 게임의 목표는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에서 공포
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2. 해당 스튜디오의 게임 목록 자동 노출
해당 게임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단구성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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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탭 구성으로 게임 쏘팅
카테고리 로 관리
2. 게임 리스트, 관리모드에서 등록한 목록으로 노출

Games

함, 게임 업데이트 시 관리자가 순서변경 가능.

1

3. 박스, 텍스트 클릭 시 상세 소개 페이지로 이동
PC

게임 전체

모바일

콘솔

2

배틀그라운드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배틀로얄

|

PC

모바일

콘솔

배틀그라운드 : 뉴 스테이트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배틀로얄

|

PC

모바일

콘솔

테라
TERA
MMORPG

|

PC 콘솔

엘리온
ELYON - ASCENT: INFINITE REALM
MMORPG

|

PC

미스트오버
MISTOVER
RPG

|

PC 콘솔

골프킹 : 월드투어
GOLF KING : WORLD TOUR
캐주얼 스포츠

|

모바일

미니골프킹
MINI GOLF KING
캐주얼 스포츠

| 모바일

볼링킹
BOWLING KING
캐주얼 스포츠

|

모바일

아처리킹
ARCHERY KING
캐주얼 스포츠

|

모바일

뉴게임(미정, 목록감안)
ARCHERY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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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설명 + 비주얼

배틀그라운드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배틀로얄

|

PC

모바일

콘솔

낯섦에 도전장을 내밀고 배틀로얄 장르를 개척하다
PUBG는 김창한 대표의 게임 개발 의지와 도전정신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20여 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과 함께 배틀로얄이라는 새로운 게임 장르를 개척한 게임입니
다.
공식 사이트(h ps://www.pubg.com/) | E_SPORTS 사이트 (h ps://www.pubgesports.com/)

강력한 문화 IP
팬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제작된 PUBG는 새롭고 깊이 있는 게임성을 인정받고 배틀로얄 장르의 글로
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 가장 많은 플레이어를 보유한 게임으로 등극했습니다.
펍지 주식회사는 계속해서 PUBG만의 플레이 경험을 극대화시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더 나아가 PUBG가
팬들의 일상, 문화 일부가 되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PC 동시 접속자
누적 판매량

3,200,000 +

50,000,000 +

Awards

기네스북 세계 기록
‘가장 빠르게 1억 달러 수익을 올린 스팀 얼리엑세스 게임’을 포함해 기네스북 세계 기록 7개 보유
영국,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영국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에서 ‘최고 멀티플레이어 게임(Best Mul player Game)’과 ‘올해의 PC게임(PC Game
of the Year)’ 수상
제55회 무역의 날
제55회 무역의 날 ‘6억불 수출의 탑’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해외 진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스팀 어워드 2018
‘스팀 어워드 2018’ 올해의 게임
북미, 더 게임 어워드 2017
북미 ‘더 게임 어워드(The Game Awards) 2017’에서 ‘최고 멀티플레이어 게임(Best Mul player Game)’상 수상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7’에서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대상 및 기술창작상, 인기상, 우수개발자상, 게임비즈니스
혁신상 총 6개 부문에서 수상

Game Pla orm

배틀그라운드 (스팀)
스팀 사이트 바로가기(h ps://store.steampowered.com/app/578080/PLAYERUNKNOWNS_BATTLEGROUNDS/)

배틀그라운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사이트 바로가기(h ps://pubg.game.daum.net/pubg/index.daum)

배틀그라운드 (XBOX ONE)
XBOX ONE 사이트 바로가기 (h ps://www.xbox.com/ko-KR/games/playerunknowns-ba legrounds)

배틀그라운드 (PS4)
PS4 사이트 바로가기 (h ps://store.playsta on.com/ko-kr/product/UP5082-CUSA14081_00-ASIA000000000001)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Google Play (h 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ubg.krmobile)
App Store
(h ps://apps.apple.com/kr/app/%EB%B0%B0%ED%8B%80%EA%B7%B8%EB%9D%BC%EC%9A%B4%EB%93%9C/
id1366526331)

PUBG

DEVELOPER | PUBLISHER

PUBG를 가장 강력한 문화 IP로 성장
시키겠습니다
펍지 알아보기

2. 해당 게임의 스튜디오 자동 노출
해당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구성 달라짐

Naviga on

Descrip on
1. 게임 설명 + 비주얼

테라
TERA
MMORPG | PC 콘솔

진정한 액션의 플래그십 MMORPG
TERA(The Exiled Realm of Arborea)는 장르 최초로 구현된 논타겟팅(Non-Targe ng)
기반의 전투 시스템으로 MMORPG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중형급 몬스터와 맞서는
전투는 압도적인 액션감을, 수많은 종족과 클래스는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보기만 해도 매료되는 환상적인 아르보레아 대륙에서의 모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 논타겟팅 기반의 액션 전투
- 개성 있는 7종족과 다양한 13클래스
- 화려하고 아름다운 판타지 세계 배경
- 거대한 중형 몬스터 사냥
- PC 플랫폼 서비스 지역:
한국, 북미(스팀), 유럽(스팀), 일본, 대만, 러시아, 동남아 등 전 세계 모든 지역
- 콘솔 플랫폼 서비스 지역: 전세계 모든 지역(중국 제외)
PC 공식 사이트(h ps://playtera.co.kr/main/index) | 콘솔 공식 사이트 (h ps://tera-console.com/home)

국내 MMORPG 최초 콘솔화
테라를 콘솔 플랫폼(XBOX ONE, PS4)에 재현했습니다. 콘트롤러의 조작감을 살려 논타겟팅 시스템의 액션성을 극
대화하고 방대한 판타지 세계관과 콘텐츠를 담아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콘솔기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와 전투조작 시스템이 강점이며, 국내 MMORPG 최초 콘솔화를 이루었습니다.

테라 세계관
태초에 아룬과 샤라가 있었다. 혼돈과 질서라는 영원한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였지만,
아룬과 샤라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혼란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이 공간을 ‘아르보레아’라고 칭했다.
거대한 판을 만들고 서로 마주보게 대륙을 만들어 각각 아룬과 샤라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들의 숨결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 아르보레아에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아르보레아 대륙에는 혼란의 기운과 위협이 계속되고,
결국 대륙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르곤의 침략에 맞서 대륙의 모든 이들은 연합을 결성하게 된다.
그렇게 아르보레아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역사가 시작되었다.

누적 유저수

20,000,000 +

Awards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1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1년 대상을 비롯 기술창작상 3개 부문
(사운드, 그래픽, 캐릭터 부문) 수상하며 4관왕 기록
2015년 북미 출시 3주년 기념 스팀 런칭
2015년 북미 출시 3주년 기념해 스팀에 런칭했으며 당시 스팀 MMORPG 가운데 동시 접속자 수 1위 기록
제55회 무역의 날
제55회 무역의 날 ‘6억불 수출의 탑’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해외 진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스팀 어워드 2018
‘스팀 어워드 2018’ 올해의 게임
북미, 더 게임 어워드 2017
북미 ‘더 게임 어워드(The Game Awards) 2017’에서 ‘최고 멀티플레이어 게임(Best Mul player Game)’상 수상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7’에서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대상 및 기술창작상, 인기상, 우수개발자상, 게임비즈니스
혁신상 총 6개 부문에서 수상

Game Pla orm

테라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h ps://playtera.co.kr/main/index)

테라 (스팀)
스팀 사이트 바로가기(h ps://store.steampowered.com/app/212740/TERA/?l=koreana&cc=nl )

테라 (PS4)
북미 스토어 바로가기 (h ps://store.playsta on.com/ko-kr/latest)
일본 스토어 바로가기 (h ps://store.playsta on.com/ja-jp/product/UP2492-CUSA06412_00-JPPS400000000013)
유럽 스토어 바로가기 (h ps://store.playsta on.com/ko-kr/lates)
아시아 스토어 바로가기 (h ps://store.playsta on.com/ko-kr/product/HP2146-CUSA15564_00APP0000000314287)

테라 (XBOX ONE)
글로벌(아시아 제외) 스토어 바로가기 (h ps://www.microso .com/store/produc d/bs70zcl9nz9n)
아시아 스토어 바로가기 (h ps://www.microso .com/store/produc d/9pjlg22dlchn)

BLUEHOLE

DEVELOPER | PUBLISHER

MMORPG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블루 알아보기

2. 해당 게임의 스튜디오 자동 노출
해당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구성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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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온
ELYON - ASCENT: INFINITE REALM
MMORPG | PC

격돌하는 두 세력, 전쟁의 시작
완벽한 낙원, 엘리시온으로 가기 위해 차원의 틈새를 지나는 거대 방주, 인벤투스.
순조로운 항해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스스로 검은 사도라 칭하는 기계 생물들이 인벤투스를 습격한다.
세피로트의 힘을 다룰 수 있는 당신 역시 사람들을 지키다가 검은 사도들에게 잡혀가고 구조대의 희생으로 다시 인벤투스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인벤투스를 이끄는 여왕
마리아 네이샤르(Maria Neishar )는 검은사도를 물리치기 위해 세피로트 나무의 정수인 아르카나(Arcana)를 내게 맡기고, 인벤투스(Inventus)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검은 사도들의 끝없는 공격과 강력한 기계용 카르바크에 의해 위기를 맞은 당신은 아르카나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쳤지만, 그 여파로 발생한 차원의 틈 너머로 빨
려 들어가고 마는데…….

게임 특징
- 시원시원한 다이나믹 전투
논타겟팅 기반의 화려한 스킬과 호쾌한 액션으로 다수의 적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대로 스킬 커스터마이징
유물, 룬스톤, 룬특성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조합의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컨트롤과 전략이 있는 경쟁 콘텐츠
AI와 겨루는 1:1부터 진영vs진영의 대규모 요새전까지 다양한 PvP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Game Pla orm

엘리온(카카오 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사이트 바로가기 (h ps://elyon.game.daum.net/main )

BLUEHOLE

DEVELOPER | PUBLISHER

MMORPG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블루 알아보기

2. 해당 게임의 스튜디오 자동 노출
해당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구성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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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킹 : 월드투어
GOLF KING : WORLD TOUR
캐주얼 스포츠 | 모바일

손끝에서 즐기는 최고의 실시간 대전 리얼 골프 게임!
전세계 다양한 유저들과 실감 나는 멀티플레이 한판 승부!
지금 바로 티오프 하세요!
공식 사이트(h p://risingwings.com/games/gol ing)

숲과 사막, 해변 등 실제 배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코스에서
개성 있는 선수들과 골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럽 지중해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클럽하우스, 야생의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
시원한 파도 소리가 있는 섬에서의 골프 플레이를 당신의 손끝에서 만끽할 수 있습니다.

Game Pla orm

골프킹 : 월드투어 (모바일)
Google Play (h 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nixgames.gol ingwt&hl)
App Store (h ps://apps.apple.com/app/id1463360096)

RISING WINGS

DEVELOPER | PUBLISHER

THE MOST WIDELY DESIRED
MOBILE GAME PROVIDER
라이징윙스 알아보기

2. 해당 게임의 스튜디오 자동 노출
해당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구성 달라짐

Naviga on

Descr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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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골프킹
MINI GOLF KING
캐주얼 스포츠 | 모바일

스포츠 아케이드 장르에 대한 RisingWings의 경험과 노하우
지금까지 이보다 빠르고 신나는 아케이드 골프 게임은 없었습니다.
미니골프킹은 쉽고 편리한 조작만으로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캐주얼 골프 게임입니다.
공식 사이트(h p://risingwings.com/games/gol ing)

리얼타임 대전으로 즐기는 미니 골프 승부
멀티플레이 스포츠 게임을 편안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조작으로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게 도전해보세요. 역동적인 트릭으로 가득한 35종 이상의
아름다운 골프 코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모바일 누적 다운로드

10,000,000 +

Game Pla orm

미니골프킹 (모바일)
Google Play (h 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nixgames.minigol ing&hl=ko)
App Store (h ps://apps.apple.com/kr/app/mini-golf-king-mul player/id1262262200)

RISING WINGS

DEVELOPER | PUBLISHER

THE MOST WIDELY DESIRED
MOBILE GAME PROVIDER
라이징윙스 알아보기

2. 해당 게임의 스튜디오 자동 노출
해당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구성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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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킹
BOWLING KING
캐주얼 스포츠 | 모바일

세계 최고의 1대1 멀티플레이 볼링 게임
글로벌 퍼블리셔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공략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시작점입니다.
라이징윙스의 방향과 철학, 빌드 자신감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DAU 150만)했으며
글로벌 No.1 볼링 게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 세계의 플레이어와 겨루어 볼링의 제왕에 등극하세요
터치하고 밀면 되는 쉬운 컨트롤과 라스베가스/뉴욕/시드니/파리 등
전 세계의 환상적인 볼링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0종 이상의 볼링공,
27종의 핀과 레인으로 당신의 클래스를 보여주세요.

모바일 누적 다운로드

67,000,000 +

앱스토어
- 전 세계 19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 스포츠 부문 123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플레이스토어
- 전 세계 4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 스포츠 부문 46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Game Pla orm

볼링킹 (모바일)
Google Play (h 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nixgames.bowlingking&hl=ko)
App Store (h ps://apps.apple.com/app/bowling-king/id769737983)

RISING WINGS

DEVELOPER | PUBLISHER

THE MOST WIDELY DESIRED
MOBILE GAME PROVIDER
라이징윙스 알아보기

2. 해당 게임의 스튜디오 자동 노출
해당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구성 달라짐

Naviga on

Descrip on
1. 게임 설명 + 비주얼

아처리킹
ARCHERY KING
캐주얼 스포츠 | 모바일

역사상 가장 경쟁적이고 짜릿한 양궁 게임
라이징윙스가 주도한 두 번째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 라이징윙스가 추구하는
게임성/재미 요소가 폭발적인 트래픽(*DAU 300만)으로 이어짐을 재확인했으며,
글로벌 No.1 아처리 게임으로 등극했습니다.

실시간 모바일 양궁 대전 게임
실시간 1대1 대전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과 경쟁할 수 있고,
사용자는 활, 화살과 같은 장비를 커스터마이즈해 다양한 조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양궁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누적 다운로드

57,000,000 +

앱스토어
- 전 세계 86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 스포츠 부문 134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플레이스토어
- 전 세계 17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 스포츠 부문 52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Game Pla orm

아처리킹 (모바일)
Google Play(주소값 오류)
App Store(주소값 오류)

RISING WINGS

DEVELOPER | PUBLISHER

THE MOST WIDELY DESIRED
MOBILE GAME PROVIDER
라이징윙스 알아보기

2. 해당 게임의 스튜디오 자동 노출
해당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구성 달라짐

Naviga on

Descrip on
1. 게임 설명 + 비주얼

미스트오버
MISTOVER
RPG | PC 콘솔

인류의 운명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미스트오버는 지독한 안개 속 던전에서 인류생존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RPG 게임입니다.
당신의 전술에 의해서 인류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단서를 조사하십시오.
인류의 멸망을 막기위해 아르타 왕국의 하인리히 섭정과 스텔라도 여러분의 조사를 도울 것입니다.
공식 사이트(h ps://www.playmistover.com/home)

조사대를 구성해 탐험을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조사대를 만들어 “재액의 안개”가 자욱한 “절망의 기둥”의
숲, 호수, 산맥, 도시, 대성당, 성채 등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세요.

Game Pla orm

미스트오버 (스팀)
스팀 사이트 바로가기 (h ps://store.steampowered.com/app/909510/MISTOVER/)

미스트오버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현재 준비중입니다.

2. 해당 게임의 스튜디오 자동 노출
해당 소개페이지로 이동
* 디자인에 따라 구성 달라짐

Naviga on

Descrip on
1. 채용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 현 공홈, 인재상 내용 그대로 - 최종

인재상

게임 제작을 이끌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중심의 회사로 크래프톤의 비전을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곳으로 만

넓게 보는 전문가
크래프톤 시각에서 게임 제작과 서비스, 다양한 플랫폼/장르의 최적화된 균형을 생각합
니다. 생각의 기준을 한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서 바라보고 전 세계적 성
공을 위해 고민합니다.

유저 관점의 공헌과 성과
우리의 생각, 지향점, 제작의 리더십이 유저가 만족하고 인정하는 게임의 제작에 맞추어
져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일치시킵니다. 유저를 관찰하고,분석하고, 이해도를 늘릴 수
있는 접점을 항상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과 근성의 조화
기존의 방식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변화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상시적 변화
에 따른 새 역할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동시에 업의 가치를 알고 유행에 좌우되지 않으
며 꾸준하게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명확하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
듣는 사람 중심의 분명하고 오해 없는 소통이 우리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대안
없는 불평을 건설적 비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건설적 비판을 비난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과 신뢰
복잡한 업무와 조직 구조에서 상호 신뢰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깊은 생각에서 나오

“ 힘을 합쳐 혼자서는 이루기 힘든 목
표에 도전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
의 열매를 나눌 좋은 동료를 찾습니

Kra on Recruitment

1

채용정보 보기

Descrip on

Naviga on

1. 블로그에서 내용 발췌하여 관리모드에서
직접 관리
1) 네일
2) 타이틀 입력
3) 링크값

피플 & 라이프

2. 아이콘 누르면 내용 나옴
일정 시간으로 슬라이딩 동작

크래프톤 라이프

KLT(KRAFTON LIVE TALK)
KRAFTON LIFE
KLT(KRAFTON Live Talk)는 2015년 9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크
래프톤의 대표적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진행되는 KLT에서는 구
성원과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궁
금한 것은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유로운 소통과 활발
한 교류를 바탕으로
‘크래프톤’ 만의 문화
를 만들어 갑니다.

크래프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구성원 모두의 이해
와 공감을 쌓아갈 때, ‘게임 제작의 명가’라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
다.

KDC(KRAFTON DEVELOPER CONFERENCE)
KDC(KRAFTON Developer Conference)는, 각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직
군 동료들과 함께 행사를 즐기고, 대화하고, 관심사를 나누며, 조금이나마 서로를 알아
가는 ‘직군 교류의 장’ 입니다.
더불어, 크래프톤 연합 구성원들이 지식과 통찰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함께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지식 공유의 장’ 입니
다.

Photo

크래프톤에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강연과 음식, 게임을
함께 즐기다 보면, 그 자체로도 물론 즐거운 시간이겠지만 같은 관심사와 고민을 가진
멋진 동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은 동료가 곁에 있다면, 훨씬 더 풍요롭

소통위원회
소통위원회는, 조직별 소통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내 여러 아젠다에 대해 토론하고 발
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구성원과 회사 모두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회의체입니다. 소통위원은 각 조직과 동료들을 대신하여, 객관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다시 동료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통위원회 논의 결과는, 사내에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대를 쌓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K-MIND CARE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의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누구나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 ‘무기력’, ‘자괴감’, ‘우울감’ 등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내
마음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모든 구성원 분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건강한 일과 삶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털어내고, 마
음 상태를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K-Mind Car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KDP
텍스트 전달 전(6/1)

크래프톤 피플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크래프톤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1

Cardarion Hart / KR

daniel / CN

Cardarion Hart / JP

Charlie Tang / TW

UX designer

Head of Engineering Oﬃce

UX designer

Data Science

복리후생
크래프톤은 건강한 업무환경, 지속적인 육성과 성장, 가족과 함께 누리는 혜택을 중

2

건강검진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단체보험
사망, 암, 장해 및 소소한 일상에서의 통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회사부담
으로 가입 (배우자, 자녀 포함)
HELTH FOR PEOPLE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영문

영문

영문

영문

Kra on Recruitment

“ 힘을 합쳐 혼자서는 이루기 힘든 목
표에 도전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
의 열매를 나눌 좋은 동료를 찾습니

채용정보 보기

Descrip on

Naviga on

1. 나라별 분류값
*항목필요
2, 조건별 검색
검색기준, 엔드검색으로 검색가능
*항목필요

채용공고
ALL

1

Korea

China

Hong Kong

Indonesia

Japan

Taiwan

Thailand

3. 선택된 항목 초기화

USA

4. 총 채용 갯수 표기
2

4

조건 별 검색
직군
Engineering
Design

5. 제목, 나라별 분류, 자회사 분류, 직군, 직
무, 정규직 여부 표기 *항목필요
> 채용 등록시 관리모드에서 선택된 항목에
따라 노출함

53개의 채용공고가 있습니다
5

2021 KRAFTON 신입 공채
China

Product Planning

6. 채용기간 노출
> 관리모드에서 설정한 기간 노출

6

2021-04-05 ~ 2021-05-19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7. 페이징 처리

Business
Management Support

직무

8

[PUBG: NEW STATE] Crea ve Strategiest
China

국가

2021-04-05 ~ 2021-07-01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도시
3

Clear

[PUBG Esports] Growth Team Lead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Asset Design Dept]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Crea ve] Game Capture Ar st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Part- me

[퍼블리싱그룹] 일본 신규 비즈니스 및 협업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퍼블리싱그룹] 일본 마케팅 영상 기획/제작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Data Scien st
China

7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1

2

3

4

5

6

7

8

9

10

8. 북마크
관심있는 포지션 저장 기능
https://rocketyourcareer.kr.coupang.com/
jobs

Descrip on

Naviga on

1. 상세페이지
2. 이전 리스트 항목으로 이동 (최종 히스토리값 물
고 이동)
3. 외부링크 (https://boards.greenhouse.io/)

채용공고

1

4. 관련 채용정보 - 같은 직종 기준
* 지원서는 그린하우스 통해 작성하고 지원함

China

Data Scientist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We are looking for experienced So ware Engineer with strong backgrounds in web server, applica on server and pla orm development. If you want
to join a world-class development team of LINE,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Responsibili es
Build new service components for Taiwan and Global market
Design and build core, backend so ware components for Messaging, Social Graph and Partnership pla orm
Create APIs and services that allow third-par es to integrate with and u lize LINE pla orm
Work closely with our development teams at Tokyo and Seoul

Basic Qualiﬁca ons
Passions for solving the world’s toughest problems, and abili es to solve them
Much experience with Java and Sprint Boot
Familiar with RDB and NoSQL
B.S. or M.S. Computer Science or related ﬁelds
Experience of building distributed service and of handling big data preferred
Fluent in English. Speaking in Japanese or Korean will be a plus
Experience developing PC/Smartphone web applica ons (3+years)

Preferred Qualiﬁca ons
Knowledge of JavaScript/HTML/CSS/DOM
Knowledge of Kubernetes, CI/CD
Familiar with Scrum
Experience designing, developing and abstrac ng user interface elements and classes
Experience developing SPA (Single-page Applica ons)
Fundamental knowledge of accessibility and usability

2

3

LIST

APPLY

Relevant Jobs

< >

4

Game Engineer
Category

Server-Side Developer
Category

Back-end Developer
Category

Engineering | Server-side | Full me

Engineering | Server-side | Full me

Engineering | Server-side | Full me

2021-04-01 ~ 채용시까지

2021-04-01 ~ 채용시까지

2021-04-01 ~ 채용시까지

Descrip on

Naviga on

1. 전체 / 지원 자격 / 지원서 작성 / 채용 절차 / 일반
사항
로 나뉘어 쏘팅
선택하면 바로 노출됨

FAQ

2. and 검색, 1차 노출한 뒤 키워드 검색 가능
3. 리스트 페이지당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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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 최신 등록순

2

전체

3

▾

Search

토글 형태 게시판 (제목 클릭시 내용 영역이 열려
보여짐
4. 카테고리를 사용할 경우 제목 앞에 출력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A

답변

5. 페이징 처리

4

Q

[재무]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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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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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 현 공홈, 인재상 내용 그대로 - 최종

인재상

게임 제작을 이끌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중심의 회사로 크래프톤의 비전을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곳으로 만

넓게 보는 전문가
크래프톤 시각에서 게임 제작과 서비스, 다양한 플랫폼/장르의 최적화된 균형을 생각합
니다. 생각의 기준을 한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서 바라보고 전 세계적 성
공을 위해 고민합니다.

유저 관점의 공헌과 성과
우리의 생각, 지향점, 제작의 리더십이 유저가 만족하고 인정하는 게임의 제작에 맞추어
져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일치시킵니다. 유저를 관찰하고,분석하고, 이해도를 늘릴 수
있는 접점을 항상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과 근성의 조화
기존의 방식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변화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상시적 변화
에 따른 새 역할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동시에 업의 가치를 알고 유행에 좌우되지 않으
며 꾸준하게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명확하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
듣는 사람 중심의 분명하고 오해 없는 소통이 우리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대안
없는 불평을 건설적 비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건설적 비판을 비난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과 신뢰
복잡한 업무와 조직 구조에서 상호 신뢰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깊은 생각에서 나오

“ 힘을 합쳐 혼자서는 이루기 힘든 목
표에 도전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
의 열매를 나눌 좋은 동료를 찾습니

Kra on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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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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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에서 내용 발췌하여 관리모드에서
직접 관리
1) 네일
2) 타이틀 입력
3) 링크값

피플 & 라이프

2. 아이콘 누르면 내용 나옴
일정 시간으로 슬라이딩 동작

크래프톤 라이프

KLT(KRAFTON LIVE TALK)
KRAFTON LIFE
KLT(KRAFTON Live Talk)는 2015년 9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크
래프톤의 대표적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진행되는 KLT에서는 구
성원과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궁
금한 것은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유로운 소통과 활발
한 교류를 바탕으로
‘크래프톤’ 만의 문화
를 만들어 갑니다.

크래프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구성원 모두의 이해
와 공감을 쌓아갈 때, ‘게임 제작의 명가’라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
다.

KDC(KRAFTON DEVELOPER CONFERENCE)
KDC(KRAFTON Developer Conference)는, 각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직
군 동료들과 함께 행사를 즐기고, 대화하고, 관심사를 나누며, 조금이나마 서로를 알아
가는 ‘직군 교류의 장’ 입니다.
더불어, 크래프톤 연합 구성원들이 지식과 통찰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함께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지식 공유의 장’ 입니
다.

Photo

크래프톤에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강연과 음식, 게임을
함께 즐기다 보면, 그 자체로도 물론 즐거운 시간이겠지만 같은 관심사와 고민을 가진
멋진 동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은 동료가 곁에 있다면, 훨씬 더 풍요롭

소통위원회
소통위원회는, 조직별 소통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내 여러 아젠다에 대해 토론하고 발
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구성원과 회사 모두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회의체입니다. 소통위원은 각 조직과 동료들을 대신하여, 객관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다시 동료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통위원회 논의 결과는, 사내에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대를 쌓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K-MIND CARE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의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누구나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 ‘무기력’, ‘자괴감’, ‘우울감’ 등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내
마음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모든 구성원 분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건강한 일과 삶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털어내고, 마
음 상태를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K-Mind Car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KDP
텍스트 전달 전(6/1)

크래프톤 피플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크래프톤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1

Cardarion Hart / KR

daniel / CN

Cardarion Hart / JP

Charlie Tang / TW

UX designer

Head of Engineering Oﬃce

UX designer

Data Science

복리후생
크래프톤은 건강한 업무환경, 지속적인 육성과 성장, 가족과 함께 누리는 혜택을 중

2

건강검진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단체보험
사망, 암, 장해 및 소소한 일상에서의 통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회사부담
으로 가입 (배우자, 자녀 포함)
HELTH FOR PEOPLE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영문

영문

영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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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별 분류값
*항목필요
2, 조건별 검색
검색기준, 엔드검색으로 검색가능
*항목필요

채용공고
ALL

1

Korea

China

Hong Kong

Indonesia

Japan

Taiwan

Thailand

3. 선택된 항목 초기화

USA

4. 총 채용 갯수 표기
2

4

조건 별 검색
직군
Engineering
Design

5. 제목, 나라별 분류, 자회사 분류, 직군, 직
무, 정규직 여부 표기 *항목필요
> 채용 등록시 관리모드에서 선택된 항목에
따라 노출함

53개의 채용공고가 있습니다
5

2021 KRAFTON 신입 공채
China

Product Planning

6. 채용기간 노출
> 관리모드에서 설정한 기간 노출

6

2021-04-05 ~ 2021-05-19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7. 페이징 처리

Business
Management Support

직무

8

[PUBG: NEW STATE] Crea ve Strategiest
China

국가

2021-04-05 ~ 2021-07-01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도시
3

Clear

[PUBG Esports] Growth Team Lead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Asset Design Dept]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Crea ve] Game Capture Ar st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Part- me

[퍼블리싱그룹] 일본 신규 비즈니스 및 협업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퍼블리싱그룹] 일본 마케팅 영상 기획/제작
China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Data Scien st
China

7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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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마크
관심있는 포지션 저장 기능
https://rocketyourcareer.kr.coupang.com/
jobs

Descr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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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페이지
2. 이전 리스트 항목으로 이동 (최종 히스토리값 물
고 이동)
3. 외부링크 (https://boards.greenhouse.io/)

채용공고

1

4. 관련 채용정보 - 같은 직종 기준
* 지원서는 그린하우스 통해 작성하고 지원함

China

Data Scientist
2021-04-05 ~ 채용시까지

PUBG | Engineering | Data/AI | Full- me

We are looking for experienced So ware Engineer with strong backgrounds in web server, applica on server and pla orm development. If you want
to join a world-class development team of LINE,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Responsibili es
Build new service components for Taiwan and Global market
Design and build core, backend so ware components for Messaging, Social Graph and Partnership pla orm
Create APIs and services that allow third-par es to integrate with and u lize LINE pla orm
Work closely with our development teams at Tokyo and Seoul

Basic Qualiﬁca ons
Passions for solving the world’s toughest problems, and abili es to solve them
Much experience with Java and Sprint Boot
Familiar with RDB and NoSQL
B.S. or M.S. Computer Science or related ﬁelds
Experience of building distributed service and of handling big data preferred
Fluent in English. Speaking in Japanese or Korean will be a plus
Experience developing PC/Smartphone web applica ons (3+years)

Preferred Qualiﬁca ons
Knowledge of JavaScript/HTML/CSS/DOM
Knowledge of Kubernetes, CI/CD
Familiar with Scrum
Experience designing, developing and abstrac ng user interface elements and classes
Experience developing SPA (Single-page Applica ons)
Fundamental knowledge of accessibility and usability

2

3

LIST

APPLY

Relevant Jobs

< >

4

Game Engineer
Category

Server-Side Developer
Category

Back-end Developer
Category

Engineering | Server-side | Full me

Engineering | Server-side | Full me

Engineering | Server-side | Full me

2021-04-01 ~ 채용시까지

2021-04-01 ~ 채용시까지

2021-04-01 ~ 채용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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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 지원 자격 / 지원서 작성 / 채용 절차 / 일반
사항
로 나뉘어 쏘팅
선택하면 바로 노출됨

FAQ

2. and 검색, 1차 노출한 뒤 키워드 검색 가능
3. 리스트 페이지당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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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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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글 형태 게시판 (제목 클릭시 내용 영역이 열려
보여짐
4. 카테고리를 사용할 경우 제목 앞에 출력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A

답변

5. 페이징 처리

4

Q

[재무]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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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뎁스 이하 탭 UI

이사회

구성 | 위원회 | 활동현황 | 운영규정
사내이사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사외이사

Descrip on

Naviga on

3뎁스 이하 탭 UI
* 자료 받아야함,

주주구성

기준일 : 2021.03.31

주주구성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Naviga on

Descrip on
3뎁스 이하 탭 UI
* 자료 받아야함,

정관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Naviga on

Descrip on
https://www.kakaocorp.com/ir/
managementInformation/
bestPracticeCorporate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 ESG 우수기업 수상내역 | ESG 평가 결과

[전문]
카카오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며, 세상을 선하게 바꾸고자
노력한다.
카카오는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의 초석이 되어줄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 신뢰를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본 헌장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은 책임 경영을 수행하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
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제 1 장 주주
제 1 조 주주의 권리
1.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2.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
로 결정되어야 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3.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주의 참석 용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
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
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를 갖추고 그 거래내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주주의 책임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
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
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 자료가 없으므로 7월에 페이지는 만들어놓되 숨김
처리

Naviga on

Descrip on
https://www.kakaocorp.com/ir/
managementInformation/
bestPracticeCorporate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 ESG 우수기업 수상내역 | ESG 평가 결과

ESG 우수기업 수상내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 자료가 없으므로 7월에 페이지는 만들어놓되 숨김
처리

Naviga on

Descrip on
https://www.kakaocorp.com/ir/
managementInformation/
bestPracticeCorporate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 ESG 우수기업 수상내역 | ESG 평가 결과

ESG 평가 결과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 자료가 없으므로 7월에 페이지는 만들어놓되 숨김
처리

Descr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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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dart.fss.or.kr/
또는 https://kind.krx.co.kr/ 에서
제공하는 API 목록 연동
최근 10개까지 노출

공시정보

2.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별도창 이동 (외부링크)
3. 클릭 시 10개씩 추가 노출 (페이지 이동없음)
* 컨택정보 노출여부 및 정보

정보제공: KRX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

공시정보

1

2

공시차트
2

공시정보 관리규정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3

IR팀 email: ir@kra on.com / tel. 02-1566-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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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dart.fss.or.kr/
또는 https://kind.krx.co.kr/ 에서 제공하는 API 연동
2. 페이지당 10개까지 노출

주가정보

* 종목코드 필요, 오픈 가능한 시점 확인

2021-08-19 20:39:21기준

종목코드
크래프톤 982093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기간별 거래현황

IR팀 email: ir@kra on.com / tel. 02-1566-3771

1

2

3

4

5

6

7

8

9

10

Naviga on

Descrip on
1. https://kind.krx.co.kr/ 에서 제공하는 API 연동 되
는지 확인필요

연결 재무재표

2020

연결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 별도 재무제표 메뉴와 동일

Naviga on

Descrip on
https://www.kakaocorp.com/ir/
managementInformation/
bestPracticeCorporateGovernance

회사신용등급

회사신용등급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 자료가 없으므로 7월에 페이지는 만들어놓되 숨김
처리

Naviga on

Descrip on
1. 파일 다운로드 게시판, 상세페이지 없음
2. 년도별 쏘팅. 페이징 처리 없이 년도별로 한페이

IR 행사

2020

IR행사 다운로드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지씩 보여줌
* 자료필요

Naviga on

Descrip on
1. 년도별 정기, 임시 주주총회 자료
관리모드에서 년도별 카테고리 생성하여 업데이트

주주총회

2. 주총별 관리모드에서 파일 1~10개까지 업로드가
능
해당 다운로드 파일 노출
* 자료필요

크래프톤의 정기, 임시 주주총회 정보를 공개합니다.

1

제 14기 정기 주주총회

2020

일시 : 2021-07-25 (목) 10:0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로 231-2, 크래프톤 타워

2

소집공고
소집결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위임장 양식
사업보고서

의결권 대리행사
크래프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
며, 원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서초로 231-2, 크래프톤 타워 (우편번호 03938) 12층, IR 주주총회 담당자 앞

참석주식수 : 59,543,921주
부의 안건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 참석 주식수 :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1호 의안) 기준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 적용 등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참석 주식수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Descr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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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 미팅 예약
크래프톤 투자정보의 이해를 돕기위한 소통 채널을 운영합니다.
IR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순서대로 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십시오.
1

2

시간선택

예약신청

예약확정

회사방문

예약가능일자 선택

ir@kra on.com으로 메일 신청

메일로 확정안내 발송

확정된 예약일에 방문

2021년 7월

2차범위로 일단 홀드합니다.

※오전 : 10시30분시작 / 오후1 :1:30분시작 / 오후2:3시시작 / 오후3:4시
30분시작

담당자 : IR Team
이메일 : ir@kra on.com
전화번호 : 1588-3830 (대표번호 전화 후 IR팀 연결 요청)
IR 상담 예약/문의는 KRAFTON에 대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escr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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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부트 영상 임베디드
2. 음성파일 자막 아이프레임 처리
3. 자막 파일 다운로드
4. 년도별 쏘팅하면 해당년도의 자료가 오른쪽 테이

실적발표

블 형태로 노출됨
5. 제목
6. 해당 파일 클릭시 상단에 영상과 음성파일 자막
노출
7. 해당 파일 클릭시 자료파일 다운로드

2020년 연간 실적발표 인사말

컨퍼런스 콜 업체인 텔레투게더 이용 캐스팅 예정

1

2021년 2월 3일 수요일 14:30

2

3

음성파일 자막

자막 다운로드

webCasting.html

일1. NH투자증권 안재민
Q1.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이 지배구조 변화 관련 이슈입니다. 공정거래법
변화 등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올해 안에 관련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A. (CFO) 당사는 지금까지 MNO사업 뿐 아니라 NEW Biz.등 궁극적 모든 가능
성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직 분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관련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본 가정인 기업가치 상승 하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
의 방안을 진행할 것이며, 관련 사항이 결정 되는대로 시장과 조속히 소통하겠
습니다.
Q2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중저가 5G요금제 출시하고 있는데 실적에 미치는

4

2020

2020년 실적발표
5

6

6

https://www.teletogether.com/html/ir/

7

2020년 년간실적발표

인사말 듣기

Q&A 듣기

PDF 다운로

EXCEL 다운로드

보도자료 다운로

2020년 3Q 실적발표

인사말 듣기

Q&A 듣기

PDF 다운로

EXCEL 다운로드

보도자료 다운로

2020년 2Q 실적발표

인사말 듣기

Q&A 듣기

PDF 다운로

EXCEL 다운로드

보도자료 다운로

2020년 1Q 실적발표

인사말 듣기

Q&A 듣기

PDF 다운로

EXCEL 다운로드

보도자료 다운로

Descr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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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차별 소팅
2.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2개 게시판 노출
3. 자료 다운로드

정기보고서
2
1

2020

* 관리모드에 년도선택, 제목과 파일을 올리면 노출
되도록 함

사업보고서
제목
2020년 크래프톤 사업보고서

관련 자료
3

2020년 크래프톤 3분기 보고서

2020년 크래프톤 2분기 보고서

2020년 크래프톤 1분기 보고서

감사보고서
제목
2020년 크래프톤 감사보고서
2020년 연결감사보고서

2020년 3분기 연결 검토보고서

2020년 반기 연결 검토보고서

2020년 1분기 연결 검토보고서

관련 자료

Descri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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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 12개 까지 노출, 최근순
2. 타이틀
3. 해당파일 다운로드
4. PDF 바로보기

연차보고서

5. 페이징 처리
* 관리모드에서 제목, 파일, 썸네일(리포트커버) 입
력하면 노출됨.

1

2019년

2019년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2019년

2019년

2019년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2019년

2019년

2019년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2019년

2019년

2019년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2019년

2

연차보고서
4

3

5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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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 12개 까지 노출, 최근순
2. 타이틀
3. 해당파일 다운로드
4. PDF 바로보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5. 페이징 처리
* 관리모드에서 제목, 파일, 썸네일(리포트커버) 입
력하면 노출됨.

1

2019년

2019년

기속가능경영

기속가능경영

기속가능경영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tle

tle

tle

tle

tle

tle

tle

tle

tle

2019년
4

2

3

5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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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 경영정보 / 재무정보 / 주식정보
로 나뉘어 쏘팅
선택하면 바로 노출됨
2. and 검색, 1차 노출한 뒤 키워드 검색 가능

FAQ

3. 리스트 페이지당 12개
정렬 : 최신 등록순
1

전체

3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A

답변

토글 형태 게시판 (제목 클릭시 내용 영역이 열려

2

▾

Search

보여짐
4. 카테고리를 사용할 경우 제목 앞에 출력
5. 페이징 처리

4

Q

[재무]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Q

질문내용이 들어갑니다.

1

5

5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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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유시 보수 사항
* 참고

증권사커버리지
증권사커버리지

자료에 따라 구성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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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 on
1. 년도별 소팅
2. 결산표 스타일 맞추어 디자인 요망

결산공고
2020년 14기

연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2020년 12월 31일 현재

/ 2020년 12월 31일 현재

Descrip on

Naviga on

1. 리스트 페이지당 10개
정렬 : 최신 등록순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2. 스티키 기능 : 관리모드에서 특정글 선택시 공지

공고

아이콘 출력되며, 최상단으로 정렬
3. 카테고리 분류 사용시 제목 앞에 카테고리명 출력
4. 등록된 파일 노출되며 다운로드
5. 페이징 처리

1

경영 활동

번호

제목

2

공지일자

주식분할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

2021.07.21

외부감사 선임공고

2021.07.01

[공고] 2020년 사업보고서

2021.07.01

2097

제 14기 결산공고

2021.07.01

0000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21.07.01

0000

외부감사 선임(변경) 공고

2021.07.01

0000

회사 분할 경과 보고 공고

2021.07.01

0000

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21.07.01

0000

2020년 3분기 보고서

2021.07.01

0000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2021.07.01

0000

소규모 합병 및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2021.07.01

2099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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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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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관련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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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출력영역
카테고리명 출력 (카테고리 분류 체계가 있을 경우
만 출력)
2. 등록일

공고

3.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다수의 파일인 경우 있는지 확인 필요
4. 내용 출력

1

[공고] 주식분할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

2

5. 목록 버튼 클릭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3

(검색값, 페이지값, 분류값을 갖고 이동)

2021.04.01

6. 이전글 출력, 제목노출
- 이전글이 없을 경우 : 등록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7. 다음글 출력, 제목노출

주식회사 크래프톤(이하 ‘당사’)는 2021년 3월 31일 주주총회결의로 당사의 1주의 금액 금 500원을 주식 5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원으로 하
4

고 이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가 보통주식 8,557,237주에서 보통주식42,786,185로 변경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
에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진 주주들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안에 당사 본사의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주식회사 크래프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백현동, 크래프톤타워)
대표이사 김창한

6

이전글

5

등록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공고] 외부감사 선임공고

list

- 다음글이 없을 경우 : 등록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Descrip on

Naviga on

1. 태그 영역 디자인에 따라 갯수 제한
2. 카테고리 분류 영역 : 관리자페이지에서 카테고리
분류 설정 시 출력
3. 검색 영역 : 검색 옵션 - 전체, 제목, 내용

새소식

1

추천태그

2

|

4. 리스트 페이지당 10개
정렬 : 최신 등록순
제목, 썸네일 이미지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신규게임 #채용 #배틀그라운드 #투자 #테라 #펍지 #이스포

썸네일 없을 시 디폴트 이미지 (로고) 필요
ALL

3

Category

▾

Search

5.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 등록일 기준 3일 까지 New버튼 출력
내용 글 3줄 추출

Category

5

4

상세보기 버튼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크래프톤, 역대 최대 700명 채용 실시
㈜크래프톤(대표이사 김창한)이 올해 700명 규모의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 크래프톤은 지난
2월 ‘인재 중심’의 경영 방침을 밝히고,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강화를 실행해 왔다. 연장선에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4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기회를 연다.

6. 페이징 처리
* https://blog.krafton.com/category/news-on/
사이트의 게시글 연동

2020.09.09
Visit Website
iteite

뉴스온

Category

‘배틀그라운드: NEW STATE’, 글로벌 사전예약 1,000만
사전예약에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참여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22.6%)의 비중이 가
장 높았으며, 다음은 아메리카(19.3%), 중동(15.1%), 유럽(15%), 동아시아(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로써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PUBG, 이하 배틀그라운드)’ IP의 지역 편중 없는 세계적인 인
기와 2020.09.09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Visit Website

Category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스포츠 정식 전문종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은 펍지 스튜디오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PUBG, 이하 배틀그라
운드) 모바일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 주관 ‘2021년 이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선정됐다
고 밝혔다.
2020.09.09
Visit Website

Category

크래프톤, 트위치 공동 창업자 케빈 린 등 사외이사 4명
㈜크래프톤(대표이사 김창한)은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트위치(Twitch) 공동 창업자인 케빈 린
(Kevin Lin)을 포함한 사외이사 4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2020.09.09
Visit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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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 on

1. 제목 출력영역
2. 카테고리명 출력 (카테고리 분류 체계가 있을 경
우만 출력)
3. 작성자명

새소식

4. 등록일
5. 조회수
6. 내용 출력

Category

7. 첨부파일 클릭시 다운로드 / 첨부파일명, 용량 출

크래프톤, 인도 이스포츠 기업 노드윈 게이밍에 투자

력 (다수 등록 가능)
Writer Name

09/20/2021

8. 목록 버튼 클릭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50

(검색값, 페이지값, 분류값을 갖고 이동)
9. 이전글 출력
- 이전글이 없을 경우 : 등록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크래프톤(대표이사 김창한)이 인도의 대표적인 이스포츠 업체 노드윈 게이밍(NOWDIN Gaming)에 소수지분 투자(minority investment)를 단행했
다고 10일 발표했다.

10. 다음글 출력

이는 2020년 말 크래프톤이 설립한 펍지 스튜디오의 인도 자회사(PUBG India Pvt. Ltd.)를 제외한, 인도에 직접적으로 단행한 첫 투자이다. 투자금은
16억 4000만 루피로, 한화 약 255억 원이다.
크래프톤은 본 투자를 통해 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이스포츠를 더욱 성장시킬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재 지원, 게임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 이스포츠 대회 IP(지식재산권)도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설립된 노드윈 게이밍은 인도의 모바일 게임사인 나자라 테크놀로지스(Nazara Technologies)의 자회사이다. 노드윈 게이밍은 크래프톤을 포
함한 다수의 글로벌 게임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이스포츠 행사를 인도에 선구적으로 선보였다. 현재 노드윈 게이밍은 남아시아, 중동 및 아
프리카에서 선도적인 이스포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는 “노드윈 게이밍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잠재력을 가진 이스포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인도 팬 및 유저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크래프톤은 본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인도의 이스포츠, 비디오 게임, 엔터테인먼트 및 기술 산업 육성을 위
해 계속해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자라 테크놀로지스의 마니시 아가왈(Manish Agarwal) 대표는 “크래프톤의 투자를 환영하며 본 투자를 통해 크래프톤과 노드윈 게이밍이 인도 이
스포츠 산업의 리더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크래프톤과 나자라 그룹의 파트너십이 인도의 이스포츠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향후 인도와 한
국 게임사간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노드윈 게이밍의 공동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아크샷 라띠(Akshat Rathee)는 “이스포츠는 향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인도가 게임과 이스포츠 산업의 메카인 한국 크래프톤의 지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금번 투자를
계기로 세계 시장을 향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file (000KB)
file (000KB)

이전글

등록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공고] 외부감사 선임공고

list

- 다음글이 없을 경우 : 등록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Descrip on

Naviga on

1. 네이버 지도 API연동
2. 위치 아이콘 디자인 필요

찾아오시는 길

(0614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1(역삼동, 센터필
드)
231,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지하철 :
2호선 역삼역 3번출구 도보로 약 10분 소요
2호선 선릉역 5번출구 도보로 약 10분 소요
버스정보 기재
승용자 정보 기재

주소 : (0614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1(역삼동, 센터필드)
231,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FL : 1566 3771
FAX : 031 698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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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링크로 컨택

문의하기

사업제휴 및 업무

기타문의

biz@kra on.com

ask@kra on.com

* 업무 상 중요한 기밀사항일 경우,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관계가 없는 내용일 경우, 검토 후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임 관련 문의는 각 게임 공식 사이트를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