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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Latency
Membership Training Program

제로레이턴시
기업형 단체 팀워크
프로그램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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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교육형

기업형 단체 팀워크 개발 프로그램

제로레이턴시와 함께하는 VR(Virtual Reaility, 가상현실) 팀워크 빌딩 프로그램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우리의 팀장님은 우리 팀을 위기로부터 구출해 낼 수 있을까요?
모든 팀원들의 게임 점수를 한 눈에 살펴보며 시상식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왜 제로레이턴시VR 게임이 단체 팀워크 개발에 좋은가?
제한된 시간, 하나의 목표, 끊임없이 밀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 팀워크를 믿는 것 입니다.
팀별로 계산되는 스코어, 개인별 최고 득점자부터 최저 득점자까지. 게임결과에 특별한 시상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공간 및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리셉션 공간의 멀티비전은 기업 및 단체 행사와도 잘 어울립니다.
커뮤니티 내 친목소모임, 신입생 OT, 기업단체 행사에 이르기까지 그룹모임에 활용가능 한 공간 및 게임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기본 프로그램 절차 (1시간 프로그램 기준)
5분

60분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5분

팀별 VR 게임 플레이

시상

기업형

교육형

게임 컨텐츠 소개

동료와 함께 총과 방패로 적을 물리치고 미션을 클리어하라!
1등의 영광은 누구에게?

좀비 서바이벌
인간의 살을 갈망하는 좀비들에게 둘러 쌓여있는 여러분들은
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서로 힘을 합쳐 최후의 생존자로 남아야합니다.

15분

인기
가장

좀비 서바이벌 x2 회
좀비서바이벌은 팀의 협동력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첫번째 게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팀원끼리 작전회의를 통해
두번째 게임에서는 최고의 스코어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30분

인기
가장

아웃브레이크 오리진스
바이러스로 인해 도시를 점령하는 좀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분대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혼란의 상황 속에 바이러스의 근원인 좀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탄총, 저격수 총들을 활용하여
당신과 동료들은 세상을 구할 치료법을 찾고, 여러분들의 팀워크로
어두운 무리로부터 우리 세상을 지켜주세요.

30분

싱귤레러티
당신은 지구궤도를 돌고있는 비밀군사 우주정거장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 된 블랙옵스팀의 일원입니다.
당신과 팀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우주선의 최첨단 무기를 무사히 회수해야합니다.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점거장을 점거하고 있는 AI로봇군을
뚫고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팀은 우주정거장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30분

VR 단체 팀워크개발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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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교육형

프로그램 기본 패키지 소개
인기

A형

Ⅰ게임당 약 15분 소요, 시간당 최대 4개조, 총 32명 게임체험 가능
추천게임: 좀비서바이벌 / 가격: 1인당 15,000원 (VAT포함)

Group A

Group B

Group D

Group C

팀빌딩 워크샵 오리엔테이션

최대 32명
약 5분

VR 컨텐츠 체험(15분)
VR 컨텐츠 체험(15분)

약 60분

VR 컨텐츠 체험(15분)
VR 컨텐츠 체험(15분)
시상

인기

가장

B형

약 5분

Ⅰ게임당 약 30분 소요, 시간당 최대 3개조, 총 24명 게임체험 가능
추천게임: 좀비서바이벌 2회, 싱귤레러티, 오리진스 / 가격: 게임당 1인 30,000원 (VAT포함)

Group A

Group B

Group C

최대 24명

팀빌딩 워크샵 오리엔테이션

약 5분

VR 컨텐츠 체험(30분)

약 60분

VR 컨텐츠 체험(30분)
VR 컨텐츠 체험(30분)
시상

C형

약 5분

Ⅰ게임당 약 45분 소요, 시간당 최대 2개조, 총 16명 게임체험 가능
추천게임: 좀비서바이벌 + 싱귤레러티. 좀비서바이벌 + 오리진스 / 가격: 게임조합당 1인 45,000원 (VAT포함)

Group B

Group A
팀빌딩 워크샵 오리엔테이션

약 5분

VR 컨텐츠 체험(45분)
VR 컨텐츠 체험(45분)
시상

맞춤형 특별 패키지Ⅰ - 'All-in-One Package' (특별 대관 패키지)
1시간 내 제로레이턴시의 모든 게임 컨텐츠 플레이 가능 (1시간 대관료 48만원, VAT포함)
인원 제한 없음 / 게임당 최대 인원 8명 (게임시간 및 게임인원 협의가능)

맞춤형 특별 패키지Ⅱ - 'Conference Package' (회의실 대여 패키지)
소규모(회의실) + 대규모(리셉션 멀티비전 활용) 회의 및 워크샵 진행가능
팀워크 빌딩 + 워크샵 및 회의의 Two 트랙 진행가능 (게임시간 및 게임인원 협의가능)
케이터링 서비스 추가 유료 예약 가능 (견적금액 별도 협의)

최대 16명

약 60분

약 5분

기업형

교육형

VR 단체 워크샵 체험 후기

회사 행사 담당자
김*원님

00동호회 총무
박*형님

000대학교 신입생 OT
서*진님

회사행사는 앞으로 무조건 제로레이턴시!
행사 기획부터 종료까지 팀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오리진스 강추 강추 초강추!!

신생동호회라 다들 아직 서로간의 사이가
각별하지 않았는데, VR 워크샵을 통해서
너무 가까워졌어요 커플도 생겼다는ㅋㅋㅋ

이번 신입생들에게 회장으로서 즐거운 대학
생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로레이턴시
덕에 그 약속 지켰습니다!! 내사랑좀비♥

패키지별 가격 (VAT포함)
기본 패키지 : 게임 15분당 1인 15,000원
All-in-One 패키지 : 1시간에 48만원
Conference Package : 견적금액 별도 협의

게임장 위치 및 정보 안내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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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