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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게임「天天伝奇」독점 라이센스 체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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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cent（본사: 中国深圳, 대표자：Ma Huateng）와 스마트폰게임『天天伝奇(일본내 

타이틀명 : 미정)』의 일본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리서치팀의 독자적인 노하우를 살려 해외의 라이센스인 타이틀의 

일본 국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실적을 세워 왔습니다.  

향후 Tencent 그룹과의 제휴 관계를 살려 라이센스인 비즈니스에 더욱 힘을 기울여 

당사 게임의 라인업을 확충해가겠습니다. 

 

 

１． 신규 게임 개요 

중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 Tencent 가 개발한 게임의 일본 로컬라이즈 버전으로 

중국에서는 2015 년 4 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풀 3D 그래픽, 리얼 타임 배틀 RPG(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다양한 성장요소, 

풍부한 게임 컨텐츠 등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누구나 간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스마트 폰 게임입니다.  

２. TENCENT 의 개요 

(１) TENCENT 

Tencent uses technology to enrich the lives of Internet users. Every da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communicate, share experiences, consume information and seek 

entertainment through our integrated platforms. Tencent’s diversified services 



include QQ, Weixin/ WeChat for communications; Qzone for social networking; QQ 

Game Platform for online games; QQ.com and Tencent News for information and 

Tencent Video for video content.  

Tencent was founded in Shenzhen in 1998 and went public on the Main Board of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in 2004. The Company is one of the constituent stocks of 

the Hang Seng Index. Tencent seeks to evolve with the Internet by investing in 

innovation, providing a mutually beneficial environment for partners, and staying 

close to user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tencent.com/ir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의 IR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www.tencent.com/ir 

 

 

(２)주요 사업내용: 온라인 게임 개발  

PC 클라이언트 소프트： 

・League of Legends 

・Dungeon and Fighter 

・Cross Fire 

모바일게임： 

・WeFire 

・WeFly 

・WeChat Dash 

(３)설립년도 1998 년 

(４)본사 소재지：중국 深圳市 

(５)대표자：Ma Huateng 

 

３．일정 

2016 년 1 년 26 일 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４. 향후의 전망 

정식 유료 서비스는 2016 년 봄 이후 예정. 

http://www.tencent.com/ir
http://www.tencent.co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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