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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계자 귀하         주식회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개시 4 주년! 일본에서 다운로드 수 3 백만 돌파 

모바일 건담 게임 

『건담 에리어워즈』가 첫 해외 진출! 
2016 년 1 월 25 일 한국에서 발매 개시 

 

주식회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본사: 도쿄도 시나가와구, 대표이사 사장: 

오시타 사토시)는 서비스 개시 4 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다운로드 수 

3 백만을 돌파한 「건담 에리어워즈(※한글명칭: 건담 어크로스워즈)」를 1 월 

25 일부터 한국 Google Play™에서 먼저 출시합니다.  App Store 버전은 추후 

출시할 예정입니다. 

 

「건담 에리어워즈」는 당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App Store,  

Google Play 용 게임입니다. 2011 년 서비스 개시 이래 4 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

담 게임 사상 최대급인 총 500 종 이상의 모빌슈트가 참전하였으며, 지금도 진

화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건담 게임입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건담 에

리어워즈」가 드디어 한국의 건담 팬들을 위해 「건담 어크로스워즈」라는 이름으

로 출시됩니다. 

 

 

■ 전략을 구사한 부대 전투! 3D 로 시각을 사로잡는 박력 넘치는 배틀! 풍성한 

볼륨감의 참전 작품! 

「건담 어크로스워즈」에서는 「건담 에리어워즈」와 마찬가지로 3D 실제 크기

로 표현된 모빌슈트간의 박력 넘치는 배틀이 구현되며, 독자적인 스킬 시스템으

로 전략을 구사한 실감나는 부대 전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본편

의 스토리를 체감할 수 있는 이벤트나 새로운 모빌슈트, 캐릭터도 수시로 추가

할 예정이며,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용자에게 사랑받아 온 건담 모바일 게

임을 한국의 건담 팬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의 정보는 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표 후 예고 없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저작권 표기 중 (C)는 ○ 안에 C를 표기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Apple, Apple 로고, iPhone, iPad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Google Play 및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컨텐츠 이용 시에는 데이터 통신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화면은 개발 중인 이미지입니다. 

 

컨텐츠명 
건담 에리어워즈 

(※한글명칭: 건담 어크로스워즈) 
발매일 2016 년 1 월 25 일 

다운로드 플랫폼  Google Play※ App Store 버전은 추후 출시예정 이용료 다운로드 무료, 일부 아이템 유료 

공식 홈페이지 http://www.acrosswars.com/ 

저작권 표기 (C)SOTSU・SUNRISE (C) SOTSU・SUNRISE・MBS 

http://www.acrosswa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