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규정집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산시 청소년 e스포츠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경기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종목명칭 및 버전)
가. 종목명칭 : 리그 오브 레전드 (League of legends) (이하 ‘LOL’이라 한다.)
나. 버전 : 한국 라이브 서버에서 제공되는 최신버전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제 3조 (참가자격)
3.1 지역제한 : 경산시에 거주하고 경산시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13세~18세 청소년
3.2 자격제한 : 본인 명의의 계정만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30레벨 이상, 11시즌 솔로 랭크게임의
수가 50 이상이여야 함. 직계가족 명의의 계정의 사용은 불허한다.
3.3 출전제한 : 다음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3.3.1

본인명의 계정 중 LOL 시즌 10~11 최고 솔로랭크 티어 계정이 정지당해 대회 날짜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3.3.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정서, 방송심의 등에 부적절한 소환사명은 출전할 수 없다.

3.3.3

대회 진행에 있어 토너먼트 드래프트 픽 모드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의 챔피언을 보유
하지 않을 경우 출전할 수 없다.

3.3.4

참가 접수 시 제출한 소환사명은 본 대회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다.

제 4조 (팀)
4.1 한 팀당 5명으로 구성되며, 후보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4.2 접수마감 이후 제출한 팀원 명단을 변경할 수 없다.
4.3 팀원의 솔로랭크 티어와 포지션에 따라 점수를 할당한다. 팀원 5명의 총합점수는 180점 이
하여야 한다. 마스터 티어 이상은 포지션에 상관없이 120점으로 계산한다
4.4 점수는 본의명의의 계정을 통틀어서 탑레이팅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한다.

제 5조 (경기진행)
5.1 대회정보

16,8,4강 : 온라인 진행
결승전 : 경산시민회관 전시실

5.2 대회 진행 방식
-게임모드 : 토너먼트 드래프트
-경기 맵 : 소환사의 협곡
-팀 인원 수 : 5명
-관전 : 로비 관전자 공개

-진영 선택 : 16강~4강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한 팀이 진영 선택권을 가진다. 결승전 1세트는 가위
바위보에서 승리한 팀이 진영 선택권을 가지고 이후 세트부터는 패배팀이 진영 선택권을 가진다.
5.3 양팀이 합의하에 가픽 혹은 밴픽툴 사용을 허가한다. 합의 했다는 사진자료를 디스코드 “경
기-증거제출” 채널에 업로드 해야한다.
5.4 경기가 종료된 후 승리팀은 화면 결과창을 캡쳐해서 디스코드 “경기-결과” 채널에 업로드 해
야한다.
5.5 개인장비
5.5.1 경기에 사용되는 PC 및 모니터, 네트워크 환경 등은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상태로 사용
한다.
5.5.2 키보드, 마우스, 헤드폰(이어폰), 마우스패드 등 선수가 별도로 준비한 개인장비는 사용
이 가능하다.
5.6 경기중에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버그는 경기중의 일부로 간주한다.
5.7 일시정지(퍼즈), 인사를 제외한 인게임내 채팅을 금한다.
5.8 플레이 도중 네트워크 환경, FPS수치 저하, 개인장비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기도중 일
시정지(퍼즈)를 할 수 있다.

제 6조 (징계)
6.1 명시된 경기시간 이후 10분동안 경기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경기 지연의 원인이 된 팀에
게 ‘주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20분동안 경기가 지연될 경우, 경기 지연의 원인이 된 팀은 실격처
리한다.
6.2 부적절한 채팅, 행실로 다툼을 유발하는 경우 검토 후 ‘주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6.2.1 인게임 내 감정표현, 도발(Ctrl + 1~4), 인장표시 사용을 금함.
6.3 ‘주의’ 패널티 2회는 ‘경고’1회로 간주한다.
6.4 ‘경고’2회가 누적된 경우 상금 자격을 박탈한다.
6.5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은 계정명의와 신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접수 시 제출한 닉네임
의 계정명의와 신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금자격을 박탈한다.
6.6 악의적인 라인스왑을 금지한다 Ex) 챌린저 서포터로 지원 후 본 경기에서 미드로 가는 행위
제 7조 (규정 외 해석)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운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