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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iming 

 

신감각 파티 게임 ‘街コロマッチ!’ 

Android버전 서비스 개시에 관한 안내 

 

 

 

  ‘街コロマッチ!’제작위원회(주식회사 Aiming, Grounding 주식회사, 주식회사 덴츠)는 신감각 

스마트폰 게임‘街コロマッチ!’의 Android버전을 서비스 개시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감각 파티 게임 ‘街コロマッチ!’는 

‘街コロマッチ!’는 5 분만에 마을을 만들고, 주사위를 던져, 코인을 버는 신감각 스마트폰용 파티 

게임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혼자서 차분히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전국의 

플레이어와 함께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즐기실 수 있는 스토리 모드에서는 이야기의 무대인 조금 독특한 건물이 건설되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귀여운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여, 코미컬한 대전을 펼치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플레이어를 서포트하거나 라이벌로서 등장하여 재미를 더해 

줍니다. 또한 대전모드에서는 친구들이나 전국의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것은 물론 친구들끼리 2 대 

2 로 팀을 짜서 경쟁하는 팀 배틀 등 여러 가지 놀이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 타이틀의 사전등록자수는 30 만명을 돌파. 8 월 8 일(월)에 iOS 버전을 선행 서비스 

개시하였습니다.  

      



 

 

  

1 인용 모드에서는 자신만의 페이스로 플레이     전국의 플레이어와 경쟁을! 

  

건물을 3 개 연달아 건설하면 콤보 발생!       원작 게임은 세계에서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팀 응원 캠페인 시작! 

혼자서 차분히 스토리 모드를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팀에 들어가서 팀원들과 즐겁게 

플레이를 해 보지 않고서는 ‘街コロ’의 진정한 재미를 알 수 없어요! 팀 플레이를 응원하기 위해 

기간한정으로 팀에 들어가기만 하면 팀의 등록자수에 따라 보수를 입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기간：2016년 8월 10일(수) ～ 2016 년 8 월 16일(화)23:59까지 

  

・내용 

미션 달성 조건 보수 

소속팀 멤버가 5 명 이상 10000 골드 

소속팀 멤버가 10 명 이상 10 다이아 

소속팀 멤버가 15 명 이상 10 다이아 

소속팀 레벨이 5 이상 10 다이아 

팀원과 함께 랭킹 배틀 2vs2 에서 3 승 10 다이아 

 

또한 이 기간중에는 팀원, 프렌드와 함께 플레이 하면 특별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 1：팀원 돕기 시설 레벨 MAX 

 ※돕기 시설이란 배틀시에 프렌드인 사람이 설정하고 있는 시설을 1 개 이용할 수 있는 기능 

・효과 2：2vs2 랭킹 배틀에 프렌드와 함께 참가하면 보수 획득율 UP 

 ※보수 획득은 배틀에서 져도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GooglePlay：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iming.machikoro 

 

●AppStore：https://itunes.apple.com/jp/app/id1101095819 

 

 

＜게임 개요＞ 

타이틀：街コロマッチ! 

장르：신감각 파티 게임 

대상 OS：iOS 8.0 이상 / Android 4.2 이상 

서비스 개시：iOS 2016 년 8 월 8 일(월) 

       Android 2016 년 8 월 9 일(화) 

예정가격：무료(컨텐츠 내 과금) 

공식사이트：https://machikoro.jp/ 

공식 LINE@： http://line.me/ti/p/xbxh9TyJN8 

공식 Twitter：https://twitter.com/machikoro_match 

계정：@machikoro_match 

해시태그：#街コロマッ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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