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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태그스포츠?

실제 탄을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 태그방식의 서바이벌입니다

총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사용하며 안전하고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신개념 레저 스포츠입니다

리더십 향상과 훌륭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안전성?

KC 인증 완료 및 레이저 안전등급 CLASS-1(IEC표준)



게임운영

안전수칙 및 총기 사용법 안내

팀구성

장비 배부_헤드밴드&총기&총기멜빵

게임 진행_간단한 게임상황 설명&안전관리

게임 종료 후 점수설명&장비소독



안전수칙
✓ 경기장 안에서 심하게 뛰면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 상대방을 과도하게 추격하지 마세요

✓ 상대방과 가까이 붙으면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2M 거리유지

✓ 바닥에 엎드리거나 구르면 다칠 수 있습니다

✓ 장애물에 기대거나 오르지 않습니다

✓ 욕설 비방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총과 헤드밴드의 센서는 가리지 마세요

✓ 총은 항상 두 손으로 들어주세요

✓ 경기중 문제발생, 궁금한 것은 주변의 관리요원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게임규칙

팀 데스매치로 제한시간(7분)안에 더 많은 점수(KILL)를 득점한 팀의 승리

단발, 연발 등 다양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브 총을 가지고 플레이 가능

(제한시간 변경가능, 총기타입 변경가능)

팀데스매치 외 깃발뺏기, 점령전 등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경기장

실내, 실외 모든 장소에서 경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전기사용 가능 장소)

실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방감이 없습니다)

실외: 쾌적하고 개방감있는 경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천시 게임불가)



경기장

✓ 경기장_ 플레이어 1인당 4~5평

✓ 안전교육 및 장비설명 장소_ 1인당 0.2~0.5평

✓ 장비착용 장소_ 1인당 0.4평

EX) 20명(10vs10) 약 100평

필요면적



장비소개

총구_고무안전마개

재장전버튼

LCD 화면_점수및탄창확인

조작버튼

Wifi&Bluetooth
를활용

남녀노소사용가능모델

배터리 홀로그램조준경

스피커

피격센서

BRP



장비소개 BRP

남녀노소 모두 사용가능한 무게감

홀로그램 스코프를 이용한 확실한 몰입감

풍성한 사운드로 현장감

피격센서 부착으로 숨가쁜 박진감

LCD화면으로 경기상황 확인

LED체력게이지로 체력확인 및 팀색상 구분



장비소개 헤드밴드&유틸리티박스



장비소개 헤드밴드&유틸리티박스

단순 피격센서가 아닌 상호작용이 가능

360도 모든 방향의 피격인식 가능

피아식별&전사자 확인 가능

리스폰&회복&총기변경 등 다양한 기능구성

자동화 리스폰으로 온라인 FPS의 느낌구현



방향성

남녀노소함께하는놀이문화

시작은레이저태그스포츠와함께!

건전한레저문화정착

시공간제약없는놀이문화



방향성

이제는스토리와참여가있어야고객들의만족을불러옵니다

단순히 즐길거리가 아닌 직접 참여하여 플레이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흥미와 즐거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방식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고객의 참여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성

단순한오락이아닌의미있는게임

학생단체와 워크숍 등의 참여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상호 협동심/리더쉽/배려/상황대처능력/이해심 등 다양한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닌 의미를 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Q. 준비해야할것?

✓ 전기시설이 있는 경기장 부지를 준비해주시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단, 경기장 여건에 따라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비탄&페인트볼과 같이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 조끼 및 안전장구류가 없습니다



Q. 레이저의안전성

✓ 레이저는 인체에 무해한 가장 안전한 등급의 레이저입니다

✓ 모든 부품과 장비는 KC인증을 마친 안전한 장비입니다

✓ 나가는 탄이 없으므로 가장 안전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Q. 플레이어의만족도

✓ 총의 진동과 사운드로 뛰어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홀로그램 조준경은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 확실한 점수 체크는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방문률이 높습니다



Q. 게임의목적

✓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풍성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 리더십과 협동심 그리고 친화력 등 사회적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현대사회가 주는 피로함을 날려주는 즐거운 놀이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축제,행사의모습



축제,행사의모습



축제,행사의모습



축제,행사의모습



축제,행사의모습



축제,행사의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