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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C 개발 어플리케이션 게임 [황혼 호텔] 

App Store ・ Google play 에서 출시!! 

 
주식회사 SEEC(대표이사 : 아베 류타로, 도쿄도 시부야구, 이하 SEEC)는 2021 년 11 월 4 일 당일, APP 

Store 와 Google play 에서 [황혼호텔]을 출시했습니다. 

 

 

■[황혼 호텔]이란 

[황혼 호텔]은 본편의 스토리를 즐기면서, 탐색・질문 파트에서 여러 개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탈출 어드벤처 노벨입니다. 

 

플레이어는 대화의 선택지와 아이템 사용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이 바뀌는 멀티 엔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100 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일본 개발 사업자 SEEC 가 이끄는 [탈출 어드벤처 노벨]의 인기 

작품이 드디어 한국에도 등장했습니다.  

 

 

 

 

  

주식회사 SEEC 

〒150-0011  

도쿄도 시부야구 히가시 3-9-19  

VORT 에비스 maxim 10F 

TEL:+81)03-6418-7080 

FAX:+81)03-6418-7090 



 

■SEEC [탈출 어드벤처 노벨 ‘황혼 호텔‘] -공식 PV- 

→https://youtu.be/gQaeql_dKMA 

 

 

■공식 블로그에서는 출시 기념 일러스트도 공개! 

SEEC 의 앱, 게임 정보를 공개하는 공식 블로그에서는 출시 기념 일러스트가 공개하였습니다. 

블로그에서는 [황혼호텔]을 비롯하여, SEEC 의 한국어판 앱, 게임의 최신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NAVER 블로그：SEEC 앱 한국 공식  

https://blog.naver.com/seecinc_kr/222558278679 

 

▽Twitter： @seecInc_KR  

https://twitter.com/seecInc_KR 

 

 

■Story 

"어서 오세요, 인생 '최후' 의 수수께끼 풀이에." 

 

밤도 낮도 없이, 하루 종일 황혼에 물들어 있는 [황혼 호텔]. 

그 곳은 저승으로 가야하는지, 이승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행선지를 모르는 영혼들의 휴식처로서 존재한다. 

 

자신이 왜 생사를 방황하고 있는 상태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 하는 주인공 츠카하라 네코는 

지배인의 재량으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고. 

 

머리가 불타고 있는 지배인 

꽃미남 선배 아토리 하루토 

호텔의 양심, 주방 담당 루리 

바를 운영하는 이상한 뿔을 가진 메노우…… 

 

개성 넘치는 직원들과 함께 맞이하는 것은 

네코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손님. 

 

파친코 구슬 머리부터 가면을 쓴 커플, 팬지 머리 등, 

신기하고 이유 많은 고객님들이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도와주는 네코. 

 



 

하지만, 어느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야망을 품게 된다... 

 

네코는 생사의 갈림길인 황혼호텔에서 

무사히 현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 게임 장르 : [탈출 어드벤처 노벨] 이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장편의 탈출 게임(탐색 어드벤처 게임). 

플레이어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듣거나, 해결의 열쇠가 되는 아이템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뜻밖의 발언이나 아이템이 수수께끼 풀이나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추리에 따라,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봅시다. 

 

■cast 

츠카하라 네코  CV.모모카와 리카 

아토리 하루토  CV.사카이 코다이 

지배인  CV.야마모토 카네히라 

메노우  CV.사사모토 나츠에 

루리   CV.나가노 유키 

오오소토 마사키  CV.시라이 유스케 

키리코  CV.나루미 타카시 

 

■게임 개요 

타이틀: 황혼 호텔 (일본명: 誰ソ彼ホテル) 

장르: 탈출 어드벤처 노벨 

대응 단말: Android, iOS 

출시일: 2021 년 11 월 4 일 

가격: 기본 플레이 무료(게임 내 과금 있음) 

개발 메이커: SEEC 

 

 

 

 

〈보도 자료 관련 문의는 하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이하 기사 내의 게재는 삼가주십시오. 

주식회사 SEEC 

담당자/One world 전략과 한국어 담당 김수정(Sujeong Kim) 

E-MAIL: sujeong-kim@se-ec.co.jp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