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워라밸 개선

Real FIT

운동하자! 김대리!

방치”s run 게임!

운동하자! 김대리! - 요약
김대리는 회사생활에 찌들어
육신이 갈린 채 사표를 던지고

부푼 꿈도 잠시…회사운영은
돈벌러가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높은 현실의 벽에 김대리는 점점 지쳐갔고, 급기야
일은 집어치우라며 춤을 추며 딴짓하기 시작하였다.

김대리는 깨닫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만큼 틈틈이
휴식과 건강을 챙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작지만, 직원도 행복한
건강한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나쁜 회사로 만들기는
싫었다. 김대리는 노력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그날부터 회사가 점점 잘 되는 것 아니
겠는가?

그날 이 후 김대리는 피트니스 프로그램도 등록하며
일상에서부터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

ggapps

해우소
010-1004-1004

목표: 350보
제한시간: 10분

취소

게임의 목표
→ 돈과 재료를 모아 건물을
올리고 인재를 영입하여
기업의 가치를 올리자!

1step. 돈벌러가기
→ 바쁜 직장인에게 액정 볼
시간은 사치! (방치 좋아!)
일에 잠~깐 집중했더니…
폭풍성장? 벌써 건물올려?

인터벌

시작

2step. 딴짓하기
→ 직장인 패턴 밀착형 걷기 장려 프로젝트!
굳이 걷지 않아도 보상이 팡팡!
조금 걷기라도 하는 날엔! 보상이 팡팡팡!
- 딴짓하기 눈치 보인다? 저희가 전화를 걸어드립니다!
- 억지로 시간 내지 마세요! 화장실 갈 때 들고만 나오세요!

2++step. 피트니스
→ 직장내 딴짓만으로 부족하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피트니스 프로그램!

- 들려오는 메트로놈에 맞춰 걷고 달리다 보니 재벌?!
- 거기에 퍼포먼스(정확도) 평가는 +뽀너쓰!

운동하자! 김대리!
또 방치형 게임?

걸어? 방치라며…귀찮게

방치형, 방치형…! 이젠

방치형 게임은 안귀찮아서 좋은 건데?

지겹다?

- 맞습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걸으라고? 내가 왜?

- 아니요! 걷지 않아도 보상이
터집니다!

직장인 최적화 방치형 게임!
화장실 갈 때, 점심 시간, 상사 뒷담ㅎ..

다만, 가볍게~혹은 기왕 어차피
어디 갈 때! 들고만 가주세요!

폰을 들고만 가도 보상이 터진다!

터치도 클릭도 필요 없습니다!

일에 집중할 때는 방치형 게임이
최고!

1step. 돈벌러가기

일을 잠깐 쉴 타이밍에 캐릭터와 함께 잠시

방치인듯 방치아닌 방치같은

딴짓하자는 마음으로!

방치”s run(스런) 게임

일에도 항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2step. 딴짓하기

운동하자! 김대리!
UX를 넘어, 고객 감동!

딴짓을 하다 보니…

ggapps

조금 더 움직일테니까

사실 직장에서 딴짓하기…
참 눈치 보이죠 T.T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엄마
010-1004-1004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화 온

피트니스 프로그램!

감동 실화 시스템!(추후 예정)
목표: 350보
제한시간: 10분

누가 감히 막을 쏘냐, 가로막는 자!
어머니 안부를 묻게 될지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 감동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상도 더 팍팍 주고!
좀 더 전문적인건 없나?

들려오는 메트로놈의 딱! 딱! 딱!
소리에 맞추어 걷고 뛰면 끝~!

운동 효과는 상승! 보상도 팍팍!
취소

시작

밀어서 시작하기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2+step.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떠나다

끝난 후에는 정확도 평가까지?
개인 트레이너가 따로 없네!
2++step. 피트니스

방치로 돈 벌고!

딴짓으로 더 벌어!

건물을 올려서

직장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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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자!

방치”s run 게임!

운동하자! 김대리!
-실행방법(현재 테스트 단계라서 해야하는 항목, 추후X)Apk설치전 ->삼성헬스->우측상단“더보기”->설정->맨아래 “삼성헬스정보”
->애플리케이션 정보 아래 “기기명 버전”을 15회 정도 연속 터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