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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Latency
Membership Training Program

제로레이턴시
교육형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소개서

Zero Latency
Membership Training Program
(제로레이턴시 단체 체험 프로그램)
세계 최초 자유이동형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개발한 기업인
제로레이턴시는 기업 및 관공서 워크샵, 단체 행사, 학생 단체체험 등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교육형

교육형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BRASS RING AWARD
BEST NEW PRODUCT 1위

제로레이턴시와 함께하는 미래산업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견학 프로그램
책으로만 접했던 가상현실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선생님 및 전문강사와 학습
어려운 개념일것 같은 VR을 게임체험을 통해 좀 더 쉽게 접근 및 이해
체험 학습, 실습과제, 방과 후 수업, 방학과제 등 다양한 체험 교육으로 인기 있음

견학 프로그램 개요
VR체험장을 제로레이턴시의 교육 전문강사와 함께 방문하여 약 1시간동안 VR소개 및 체험, 토의가 이루어짐
1시간 최대 32명 VR체험가능 / 교육시간 별도 협의 가능

견학 프로그램 절차 (1시간 프로그램 기준)
10분

‘VR은 무엇인가?' 강사 설명
(주제 : VR의 현재와 미래)

40분

10분

VR장비소개 및
게임 컨텐츠 체험

자유토의 및 소감 교환

기업형

교육형

견학 프로그램 기본 패키지 소개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최대 8명)

(최대 8명)

(최대 8명)

(최대 8명)

최대 32명

VR의 현재와 미래 - 제로레이턴시 전문강사의 교육

약 10분

VR 컨텐츠 체험(15분)
VR 컨텐츠 체험(15분)

체험장 견학 및 설명

체험장 견학 및 설명

VR 컨텐츠 체험(15분)

체험장 견학 및 설명
약 60분

체험장 견학 및 설명

VR 컨텐츠 체험(15분)
약 10분

자유토의 및 소감 교환

※체험장 견학 및 설명 포함사항 : VR시스템 견학 (Game Master등) / 장비 장착 및 탈착 공간 견학 및 설명 / VR체험 프로그램 관전
인기

진로탐색 특화 프로그램 (기본 패키지에 추가 가능)
4차산업인 VR/AR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제로레이턴시의 전문강사에게 VR/AR과 관련된 미래희망직업군을 설명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요.

VR체험학습장 제로레이턴시 소개
제로레이턴시는 전세계 최초로 자유이동식 VR시스템을 선보인 호주에 본사가 있는 하이테크 스타트업 기업
학생 교육용 컨텐츠부터 호주 국방부 전략시뮬레이션 컨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 제로레이턴시가 활용되고 있음
한국어 웹사이트 https://zerolatency.co.kr / 호주 본사 웹사이트 https://zerolatencyvr.com

견학 컨텐츠 ‘엔지니어리움’ 소개

천장을 걸어 본 적 있나요? 벽을 걸어 본 적 있나요?
'엔지니어리움’이 가상의 현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고대 외계인의 세상을 탐험하세요.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컨트롤 하는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VR을 마음껏 체험하세요
BRASS RING AWARD
BEST NEW PRODUCT 1위

기업형

교육형

기대효과
VR/AR 이해 증진

4차산업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미래직업군 예측

협동심 증진

교육 및 콘텐츠 단체 체험을 통하여 팀원 상호간 팀웍에 대한 중요성 체험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래, 거꾸로 뒤집힌 세계를 보며 사고력 및 창의력 증진

견학 프로그램 예상 비용
1인당 15,000원 (VAT 포함)

체험 장소 및 정보 안내
체험장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비프광장로37, 3층
(대영 롯데시네마 3층)

제로레이턴시 한국어 홈페이지
www.zerolatency.co.kr

제로레이턴시 한국어 페이스북
facebook.com/zerolatencyBuNampo

예약 및 프로그램 상세 문의
전화 : 1588-2816
담당자 이메일 : sales@wawacompany.com

해당 문서는 제로레이턴시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