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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quiries from the press: TOKYO GAME SHOW Management Office Pres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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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계자료>            2018 년 9 월 20 일 

  한 해를 대표할 만한 각 상이 결정!  
연간 작품 부문 '대상'은  
'몬스터 헌터: 월드' 

(주식회사 캡콤) 
  

●올해는 e-Sports 에 적합한 대전형 작품이 속속 수상! 

●'콜 오브 듀티: 월드 워 2'와 

'드래곤 퀘스트 Ⅺ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가 더블 수상!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 
 

'일본게임대상 2018(JGA2018)'(주최: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 약칭: CESA, 회장: 

하야카와 히데키)은 한 해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 선출되는 '일본게임대상 2018 연간 작품 부문'의 수상 

각 상을 결정했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몬스터 헌터: 월드'(주식회사 캡콤)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우수상', '베스트세일상', '글로벌상 일본 작품 부분 및 해외 작품 부문'의 각 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게임대상 2018 연간 작품 부문' 각 상 일람 
 

 

 

 

 

 

 

 

 

 

 

 

 

 

 

 

 

 

 
 
 

 

 

 

 (각 상 내: 알파벳순) 

【플랫폼 명칭의 약칭】 PS4:  PlayStation®4 / PS Vita:  PlayStation®Vita / 3DS:  닌텐도 3DS 시리즈 / PC:  Windows® 

 Awards Title Company Platform

Grand Award MONSTER HUNTER: WORLD CAPCOM CO., LTD. PS4 / PC

CALL OF DUTY: WWII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PS4 / Xbox One / PC

DRAGON QUEST XI: Echoes of An Elusive Age SQUARE ENIX CO., LTD. PS4 / 3DS

Fate/Grand Order Aniplex Inc. iOS / Android OS

Fortnite Epic Games

PS4 / Nintendo Switch / Xbox

One /  iOS / Android OS / PC

/ Mac

MONSTER HUNTER: WORLD CAPCOM CO., LTD. PS4 / PC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PUBG Corporation PC / Xbox One

Pokémon Ultra Sun and Pokémon Ultra Moon The Pokémon Company 3DS

Splatoon 2 Nintendo Co., Ltd. Nintendo Switch

Super Mario Odyssey Nintendo Co., Ltd. Nintendo Switch

UNDERTALE 8-4, Ltd.
PS4 / PS Vita / Nintendo

Switch / PC

Xenoblade Chronicles 2 Nintendo Co., Ltd. Nintendo Switch

Best Sales Award DRAGON QUEST XI: Echoes of An Elusive Age SQUARE ENIX CO., LTD. PS4 / 3DS

Global Award

Japanese Product
The Legend of Zelda: Breath of the Wild Nintendo Co., Ltd. Nintendo Switch / Wii U

Global Award

Foreign Product
CALL OF DUTY: WWII ACTIVISION / SLEDGEHAMMER GAMES PS4 / Xbox One / PC

Award for

excellence

http://awards.cesa.or.jp/en/
mailto:tgs2018press@w-az.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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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일본게임대상 2017 '퓨처 부문' 수상 작품이 팬의 기대에 부응하여 

올해는 최고의 영예인 '연간 작품 부문 대상'을 수상! 
 
'몬스터 헌터: 월드' 
 

작년의 '일본게임대상 2017 퓨처 부문'을 수상하는 등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정용 게임기 대응 작품으로서 그 발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진 작품. 

 

하드의 성능을 100% 활용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수많은 플레이어로부터 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작으로서 시리즈 팬은 물론 신규 

플레이어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e-Sports 에 적합한 대전형 작품이 속속 수상! 
 
일본에서도 매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e-Sports. 올해의 일본게임대상에서도 '콜 오브 듀티: 월드 워 2',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포트나이트', '스플래툰 2' 등 e-Sports 에 적합한 대전형 

작품에 투표가 집중되었습니다. 

 

■'콜 오브 듀티: 월드 워 2'가 '우수상'과 '글로벌상 해외 부문'의 더블 수상!  

 
 

 

 

 

 

시리즈의 원점이 되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무대인 '콜 오브 듀티: 월드 워 2'는 압도적인 퀄리티로 그려진 

진짜 전장에서의 배틀에 많은 팬의 열광적인 지지가 모아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플레이어와 안정감 

넘치는 열띤 싸움을 펼칠 수 있어 해외의 팬들에게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우수상'과 '글로벌상 해외 

부문'의 더블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Ⅺ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는 '우수상'과 '베스트세일상'을 

더블 수상!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11 번째 본편 최신 작품인 '드래곤 퀘스트 Ⅺ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는 

그리움과 새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시리즈의 집대성이자 새로운 드래곤 퀘스트의 출발점이라고 할 만한 

작품으로, 수많은 플레이어들로부터 '시리즈 최고 걸작'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이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를 전하고 싶다' 등 제작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쇄도할 정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올해의 '우수상'을 수상. 아울러 판매 면에서도 일본 국내 발매 첫 주에 300 만 장을 돌파함과 동시에 

대상 기간 중 최다 판매 수를 기록한 공적을 인정받아 '베스트세일상'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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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화제의 인기 작품이 속속 '우수상'을 수상!  
 

 

●'언더테일':  
 

일반 투표에서는 '마음이 들썩였다', '기억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하고 싶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개발자 토비 폭스 씨에게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메시지도 다수 

모여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스플래툰 2': 

최대 4 명이 협력하여 습격해 오는 대왕 연어를 쓰러뜨려 연어알을 모으는 새먼 런이나,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기어나 무기가 추가되는 등 불꽃 튀기는 배틀에 많은 팬들로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푹 

빠졌다!', '정말 재미있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새로운 마리오에 아이부터 어른, 시리즈 팬부터 초심자까지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지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Xenoblade2(제노 블레이드 2)':  

시리즈 팬의 기대에 멋지게 부응하여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RPG 의 최고 걸작', 'JRPG 의 왕도'와 같은 

열광적인 의견이  

모여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Fate/Grand Order':  

웅대한 세계관, 스킬과 커맨드 카드를 구사한 전략적 배틀, 개성 풍부한 캐릭터, 호화 성우진의 기용 등 

부분 유료화 게임으로서 수준 높은 퀄리티와 다채로운 매력이 수많은 플레이어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포트나이트': 

호쾌한 총격전, 상황에 따른 준비와 대응이 요구되는 높은 전략성, 그리고 싸움을 통해 얻는 한정 스킨과 

아이템 등의 풍부한 기믹이 플레이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많은 지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전 지대가 축소하면서 적과 만날 확률이 서서히 증가. 처음부터 끝까지 폭발하는 

아드레날린! 가슴의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 스릴 넘치는 배틀에 수많은 팬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포켓몬스터 울트라썬・울트라문': 

시리즈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플레이의 볼륨과 재미에 포켓몬스터 팬은 물론 오랫만에 그리고 

처음으로 포켓몬스터를 접한 플레이어들로부터도 높은 지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일본게임대상 2017 연간 작품 부문 '대상' 작품이 올해의 '글로벌상 

일본 작품 부문'을 수상! 
작년의 일본게임대상 2017 연간 작품 부문 '대상'을 수상한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가 해외 

시장에서 가장 평가가 높은 일본 작품에게 주어지는 '글로벌상 일본 작품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수준 높은 퀄리티로 일본 플레이어들의 '시리즈의 최고 걸작', '그야말로 대상감'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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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은 점이 평가되었습니다. 

※글로벌상의 대상 작품(2017 년 1 월 1 일~2017 년 12 월 31 일)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는 앞으로도 일본게임대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컴퓨터 엔터테인먼트가 지닌 재미와 경이로움을 알려 일본 게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상식 사진은 아래의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공개 중】 

URL:  https://www.filey.jp/tgs/ 
(프레스용 ID와 PASS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ID:  tgs_press / PASS:  press_tgs) 

https://www.filey.jp/t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