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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剣と魔法のログレス いにしえの女神』 

대만, 홍콩, 마카오 10 월 서비스 개시에 관한 안내 
 

주식회사 Aiming(본사:도쿄 시부야구, 대표이사사장:시이바 타다시)과 

주식회사 MARVELOUS(대표이사회장 겸 사장 CEO:나카야마 하루키/소재지:도쿄 시나가와구)는  

공동개발 스마트폰용 본격 MMORPG ‘剣と魔法のログレス いにしえの女神’(중국어 번자체)를 

Garena Online Private Limited(그룹 CEO:Forrest Li/본사:싱가폴)을 통해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2015 년 10 월부터 서비스 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剣と魔法のログレス いにしえの女神’는 짧은 플레이타임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MMORPG 로  

2013 년 12 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각종 순위에서 9 개월 연속으로 Top10 에오르는 등 

순조롭게 유저수, 매상을 늘리고 있으며 일본 국내 다운로드 수가 누적 650 만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전개 제 1 탄으로서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게임 기업인 Garena Online Private 

Limited 의 라이센싱을 통해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배포(운영:Garena Taiwan Co., Ltd.)해 나갈 

것입니다.  

 

Garena는 싱가폴 본사 외에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이 있으며,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 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 강점을 

살려, 게임 퍼블리셔로서 세계 각국의 유력 게임개발회사와 제휴, 동남 아시아를 중심으로 월간 

1,700 만명 이상의 PC 액티브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용 게임에 있어서도 Garena 대만(台湾競舞娯楽)이 월간 1,100 만명 이상의 

모바일 액티브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한 퍼블리싱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서비스 개시에 앞서 2015 년 8 월 5 일 타이페이 뉴호라이즌 빌딩(Taipei New Horizon 

Building)에서 Garena 대만이 주최한 대만 모바일 게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2015 년에 

대만에서 서비스 개시 예정인 주력 모바일 게임 5 타이틀이 보도 관계자에게 대대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로서 ‘劍與魔法王國 遠古的女神’(‘剣と魔法のログレス いにしえの

女神’의 번자체판 타이틀)도 소개되어 본격 RPG 타이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 개요＞ 

■번자체판 타이틀 ： 劍與魔法王國 遠古的女神 

■장르 ： MMORPG 

■서비스 개시일 : 2015년 10월(예정) 

■서비스 개시 지역：대만, 홍콩, 마카오 

■대응 OS ： Android4.0 이후,  iOS7.0 이후 

■서비스 제공：Garena Online Private Limited    

■운영：Garena Taiwan Co., Ltd. (台湾競舞娯樂有限公司) 

■Copyright 표기 :  ⒸMarvelous Inc. Aiming Inc. 

 

본 자료에 대한 문의처 

주식회사 Aiming 경영관리 그룹 TEL：03-5333-8424 E-mail：ir@aiming-inc.com 

주식회사 Marvelous 관리통괄본부 경영기획부 TEL：03-5769-7447 E-mail：ir@marv.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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