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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火炬之光’ 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주식회사 Aiming(대표이사사장:시이바 타다시/본사:도쿄 시부야구, , 이하 당사)은 

Freejoy Technology Limited.（본사：중국 베이징, 대표이사：金日花, 이하 

‘Freejoy’）와 스마트폰 게임 ‘火炬之光（일본 타이틀명 미정）’의 일본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는 자사 개발 타이틀의 개발운영실적과 해외로부터의 라이센스인 노하우를 살려 

향후에도 서비스 타이틀 수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１． 신규타이틀 개요 

‘火炬之光（영어명：Torchlight Mobile）’는 Perfect World Co.,Ltd.(본사 : 중국 

베이징, 이하 ‘Perfect World’）의 자회사인 Freejoy 가 개발중인 스마트폰 핵&슬래쉬 

MORPG 입니다.  

2015 년에 개최된 미국 최대급 게임쇼 ‘Electronic Entertainment Expo’와 독일의 

게임쇼 ‘gamescom’에서 트라이얼 버전이 베스트 모바일 게임을 수상하였으며, 2016 년 

봄부터 중국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용 게임이지만 마치 가정용 게임과 같은 액션을 즐기실 수 있는 본 게임은 

다양한 성장요소와 다채로운 스킬,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협력하여 던전을 공략하는 

멀티플레이 기능, 대인전 기능, 플레이어를 보조하는 펫 육성 기능 등 풍부한 컨텐츠가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충실한 헬프기능으로 인해, 초보자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핵&슬래쉬 : 적을 제압하고 입수한 경험치와 아이템으로 캐릭터를 강화하여 더욱 

강한 적에게 도전해가는 점에 중점을 둔 게임 

 

２. Freejoy 의 개요 

(１) Freejoy Technology Limited. 



 

 

(２) 대표자：金日花 

(３) 설립년도：2014 년 

(４) 본사소재지：北京市朝阳区北苑路 86 号院 306 号楼完美世界大厦 

(５) 주요사업내용：온라인게임 개발 

(６) Freejoy 는?  

2005 년에 Perfect World 의 개발팀으로 시작해, 2014 년 동사의 자회사로서 

설립되었습니다. Perfect World 의 자회사 중에서 온라인 게임 개발 경험이 가장 길며,  

400 명의 개발 스탭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개발 실적으로서는 ‘完美世界国际版’과 

‘圣斗士星矢 ONLINE-神の乐章-‘ 등의 PC 온라인게임과 ‘圣斗士星矢 ONLINE’과 ‘Final 

Fantasy 零式 ONLINE’ 등 스마트폰 게임이 있습니다.   

 

 

３．일정 

2015 년 12 월 31 일 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４. 향후의 전망 

해당 타이틀의 정식 유료 서비스 개시는 2016 년 여름 이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Aiming Inc. 

Copyright © Freejoy Technology Limi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