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산좀비런 러너 참가 가이드북
부산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러너 여러 분들의 용기있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신 러너 분들은 모두 2019년 9월 7일 토요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매표소 안 쪽 슬레드힐 앞으로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We, Alive!

1. 우천시 공지사항
좀비런은 우천에 관계 없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출발 전 부스 등 대기 공간을
마련해서 최대한 러너 여러분들이 비를 피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게임 공간은
야외, 실내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고 우천 시 비를 맞을 순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비런은
비를 맞으면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기획이란점! 또한 현장에서 우의를 준비해서 유료로
(1,000원 이하) 구매할 수 있게 대비를 했습니다. 이슈가 생기면 바로 러너분들께 문자, 메일,
공식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행사를 잘 준비해서, 좀비런 러너분들께 궁극의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2. 셔틀버스 안내 : 좀비런이 끝난 후, 애프터 클럽까지 편하게!
*셔틀은 부산경남 렛츠런파크에서 좀비런 고객을 위해 특별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회 5,000원 상당) 이에 모든 노선을 배려해서 운행하고 싶었으나, 사전
설문에 비례해서 노선을 확정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현지 교통사정에 따라
출발시간이 5-10분 가량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행사 전 렛츠런파크행(오실 때)>

*오실 때 승차 위치입니다.

주례 : 주례역 8번 출구

하단 : 하단역 5번 출구

부원 : 부원역 1번 출구

*좀비런 참가 티켓시간 1시간 이전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탑승할 경우, 버스의
혼잡이 우려되며 해당 시각의 러너분들이 탑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유의바랍니다.

<행사 후 집에 가실 때>

*귀가시 셔틀 버스는 렛츠런파크 오실 때 내리신 ‘더비광장 매표소 앞’에서 승차합니다.
- 서면의 경우 20시부터 만차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서면역 하차 지점은 롯데 백화점 앞입니다.
(클럽 주소와 이동경로는 8번 애프터클럽 파티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노선은 3개로 매우 한정적인 인원만 탑승 가능합니다.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행사장 안내

*티켓 교환소 오픈은 15시입니다.
-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비랜드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 렛츠런파크 ‘경마장’ 입장 시 ‘매표소’에서 ‘좀비런’ 고객 임을 말씀하시면 무료 입장권을
드립니다. 재밌는 경마를 무료로 즐기세요! (단, 경마장은 1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이후 입장 러너는 매표소 내부로 들어오셔서 티켓 교환소에서 입장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경마 체험 참여만 하면 ‘1만원 분장할인권’ 제공 이벤트가 있으니 10번 항목을 봐주세요!

4. 입장 안내(현장 티켓수령)
: 티켓 확인과 패키지 배부는 티켓교환 부스에서 시행하며 출발시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모바일 티켓은 티켓교환소로 오셔서 입장팔찌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참가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완료해주세요!
참가자 등록 바로가기 : http://bit.ly/ZR2019BUSAN

*부산 좀비런 2019행사에서 ‘티셔츠’는 제공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가자 본인 확인 및 클럽 입장 등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5. 게임 안내
: 좀비런은 허리에 3개의 생명띠를 착용하고 생명띠를 향해 달려드는 좀비들을 피해 미션을
수행하는 ‘지상에서 가장 에너제틱한 좀비 추격런’입니다. 약 3km의 구간을 50~60분간
체험하며 달리는 익스트림 이색 마라톤입니다.
*안전유의사항 : 게임과 스포츠가 결합된 형태로 신체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시고 행사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참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부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주최 측은 응급조치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도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띠 착용 방법: 벨트를 허리에 착용하고 생명띠의 스티커를 떼어 벨트에 감아주세요.

※생명띠를 벨트에 절대 묶지 마세요! 부상위험이 있습니다.

*게임 출발 안내
-좀비런은 코스 운영의 안정성과 러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출발시간을 나누어 출발합니다.
ex) 20:00 타입을 구매하셨다면 20:00~20:30에 5~10분 단위로 순차적으로 출발합니다.
-

-

게임 시간보다 더 일찍 출발지에 도착하여 줄을 서더라도 본인의 출발시간까지
게임코스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출발지의 혼잡이 우려되오니 행사장을 즐기시다가
본인의 출발시간 10분 전 MC의 안내멘트에 따라 출발지로 집결바랍니다.
본인이 출발 선택한 티켓 시간대의 30분 전에는 행사장에 도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6. 분장소 이용 안내 : 좀비런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특수분장!
-뱀파이어 분장 (15,000원, 약 20분 소요)
-삐에로 분장 (15,000원, 약 20분 소요)
-상처분장 (20,000원, 약 20분 소요)

-조커 분장 (25,000원, 약 35분 소요)

-좀비 분장 (30,000원, 약 25분 소요)

*17:00~21:30에 운영됩니다.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7. 물품보관소 이용 안내: 좀비한테 도망칠 때 무거운 짐은 맡기세요!
-물품보관료: 5,000원 (재보관 불가)
-운영시간: 17:00~22:30 (카드결제 가능, 귀중품은 받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은 귀중품 분실 시
책임은 주최측에 없습니다. 최대한 소지품을 가볍게 와주세요)

8. 애프터 파티 안내: 좀비런에서의 아드레날린, 밤새 불태우세요!

-좀비런 행사당일, 좀비런 밴딩(팔찌)을 통해 클럽 무료 입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서면 : 마하, 바이브 / 해운대 : 헥스 (입장시간 : 바이브 22시 / 마하 & 헥스 23시)
*좀비런은 클럽 입장 연계만 진행하며, 클럽 입장부터는 해당 클럽의 소관입니다.
*셔틀 이동 시 ‘서면 클럽’의 경우 하차 지점에서 도보로 7~11분 소요됩니다. 참고바랍니다.
*트레이닝복이나 슬리퍼 등 클럽에 맞지 않는 복장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교통 안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주소 :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부산경남경마공원
1005번 버스 ‘렛츠런파크관람대’ 정류장에서 도보 3분
-주차안내: 무료주차가 가능하지만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10. 당일 경마체험 이벤트 : 경마체험하고 분장할인권 받자!
-렛츠런파크 루키존 (매표소 안 쪽 입장하여 정면 200m 앞 경마장 건물 1층)

경마공원 귀요미 빅토, 히로와 즐기는 경마체험!
경마 배팅도 직접 해보고, 승마체험도 해보자!!
참여하기만 하면 1만원 분장할인권이 쏟아지니, 놓치지 말자!
* 렛츠런파크에 일찍 오셔서 경마체험을 즐길 분들도 셔틀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하단역 5번 출구 / 주례역 8번 출구 / 대저역 1번 출구 / 부원역 1번 출구)
(오전 11시부터 15시까지 30분 단위로 운행)
- 무료 분장권 이벤트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루키존에서 진행됩니다.
- 분장할인권은 인스타그램 ‘렛츠런 파크 부산경남’ 팔로우를 해주시면 제공 가능합니다!
수량이 한정적이므로 분장할인권 제공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1인 최대 15,000원권)

※마지막 유의사항※
9월 7일 좀비런 행사 당일에는 고객센터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당일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좀비런’과 페이스북 ‘좀비런 코리아’로 바랍니다.
*좀비런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부산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 준비를 하기에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부산에서 토요일에 제대로 놀아봅시다. 살아남아서 만나요!
We, Al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