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판「SINoALICE」, POKELABO에서 오늘 3/23부터 

100일 후인 7/1에 정식 출시 결정! 

NieR Automata NieR Replicant 콜라보도 개최 예정! 

 

 

 

Pokelabo, Inc. (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 이사: Maeda Yuhta, GREE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 

이하 "POKELABO"와 NEXON Korea Corporation(넥슨 코리아 코퍼레이션) (소재지: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대표 이사: 이정헌은 유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사 협의를 

거듭한 결과, 원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개발사 POKELABO가 SINoALICE(주식회사 SQUARE 

ENIX와 공동 개발)의 글로벌 퍼블리싱(일본,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를 제외한 주요 지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REE 그룹 해외 출시 실적을 활용하여 2020년 7월 1일(수)에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글로벌판 "SINoALICE"의 개발 및 운영 업무를 NEXON 

Korea Corporation에서 당사 POKELABO로 이관합니다. 사전 예약 정보 및 서비스 안내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식 사이트의 공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글로벌판 공식 사이트 

SINoALICE 공식 사이트: https://sinoalice.global/kr/ 

 

 

https://sinoalice.global/kr/


■■□―――――――――――――――――――□■■ 

100일 후인 7월 1일에 정식 출시 결정! 

100일 카운트다운 시작! 

■■□―――――――――――――――――――□■■ 

 

긴 시간 기다려 주신 글로벌판 정식 출시가 3월 23일(월)부터 100일 후인 7월 1일(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식 출시일 결정에 따라 "릴리스까지 앞으로 100일! 매일 카운트다운"을 글로벌판 

공식 SNS에서 실시합니다. 

앞으로 더 즐거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즐겁게 기다려 주세요. 

 

【개최 기간】 

2020년 3월 23일(월)부터 2020년 7월 1일(수)까지 100일간 

 

 

 

【SNS 100일 카운트다운】 

오늘부터 글로벌판 정식 출시까지 100일간, 매일 "쉬지 않고" 유저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를 

글로벌판 공식 커뮤니티에서 제공합니다. 

영어판과 한국어판의 공식 SNS에서 「SINoALICE」의 매력을 전해드립니다. 공식 네이버 카페 가입 

및 SNS를 팔로우하고 정식 출시까지 즐겁게 기다려 주세요. 

 

 

 



【SNS 100일 카운트다운 미션】 

글로벌판 공식 SNS에 매일 올라오는 게시글의 리액션 수(게시글에 대한 좋아요, 공유 등)의 총 합계에 

따라 게임 출시 시에 게임 내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미션 1에서는 각 글로벌판 공식 SNS의 리액션 수 합계 3만을 달성하면 "10만 골드" 지급! 미션 2도 

공개 중입니다! SNS를 꼭 확인해 주세요. 

 

■ 글로벌판 공식 SNS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inoalice 

Twitter: https://twitter.com/sinoalicekorea 

 

※일본판 SNS 계정은 본 카운트다운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 

하나 더!! 글로벌판 "SINoALICE"에서 NieR:Automata(니어 오토마타)에 이어 

NieR RepliCant(니어 레플리칸트)와의 연속 콜라보 개최가 결정!! 

■■□―――――――――――――――――――□■■ 

 

 

 

글로벌판 「SINoALICE」에서 "NieR:Automata(니어 오토마타)"에 이어 "NieR RepliCant(니어 

레플리칸트)" 콜라보의 연속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니어 오토마타"의 캐릭터가 「SINoALICE」에 등장함은 물론 Yoko Taro가 본 콜라보를 위해 집필한 

특별 시나리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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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니어 레플리칸트 콜라보"에서도 친숙한 캐릭터가 「SINoALICE」에 등장하며 Yoko Taro가 

지휘하는 시나리오 팀이 집필한 콜라보 시나리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판 공식 SNS에서 공식 PV를 공개 중이오니 꼭 확인하세요. 

 

■ 니어 연속 콜라보 공식 PV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inoalice 

Twitter: https://twitter.com/sinoalicekorea 

 

--------------------------------------------------------------------------------------------- 

"SINoALICE (시노앨리스)"에 대하여 

--------------------------------------------------------------------------------------------- 

POKELABO와 SQUARE ENIX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배틀 판타지 RPG. 

본작에서는 원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NieR" 시리즈, "드래그 온 드라군" 시리즈를 작업한 Yoko 

Taro, 음악에는 "NieR" 시리즈 및 "드래그 온 드라군 3"에서 Yoko Taro와 함께 작업한 Okabe 

Keiichi/MONACA, 오리지널 캐릭터 디자인은 떠오르는 신예 일러스트레이터 jino를 기용하였습니다. 

 

■ 글로벌판 공식 사이트 

・영어판: https://sinoalice.global 

・한국어판: https://sinoalice.global/kr/ 

・태국어판: https://sinoalice.global/th/ 

 

■ 글로벌판 공식 SNS 

・영어판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inoaliceglobal 

[NEW]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sinoaliceglobal/ 

[NEW]Twitter: https://twitter.com/sinoaliceglobal 

・한국어판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inoalice 

Twitter: https://twitter.com/sinoalicekorea 

 

■ 크리에이터 

・원작/크리에이티브 디렉터: Yoko Taro 

・음악: Okabe Keiichi/MONACA 

・오리지널 캐릭터 디자인: 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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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캐릭터: CV(캐릭터 보이스) 

・[속박] 앨리스: M·A·O 

・[정의] 백설공주: 우에다 레이나 

・[비열] 신데렐라: 키타무라 에리 

・[허망] 헨젤/그레텔: 우치다 마아야 

・[폭력] 빨간 모자: 타치바나 리카 

・[수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 혼도 카에데 

・[피학] 카구야 공주: 이토 시즈카 

・[의존] 피노키오: 산페이 유코 

(※경칭 생략) 

 

■ 글로벌판 개요 

・게임명: SINoALICE 

・정식 출시일: 2020년 7월 1일(수) 

・플랫폼: iOS, Android 

・대응 기기: 

 Android 기기:  Android 4.4 이상(RAM 2GB 이상) 

 iOS 기기:  iOS 9.0 이상/iPhone 5S, iPad Air, iPad mini2 이상, iPod touch 제6세대 이상 

 ※일부 기기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기본 플레이 무료(인앱 결제형) 

 

--------------------------------------------------------------------------------------------- 

정식 출시에 관한 문의 

--------------------------------------------------------------------------------------------- 

Pokelabo, Inc. 

홍보 담당 E-mail: news@pokelab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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