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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가 자격 

순 내 용 

1 수학하는놈들 꺼져라 카톡방  활동을 할 예정자, 혹은 활동하는자 

2 평가점수를  최소 1회는 평가를 받은자. 

3 
총합 전사/투사 1명 이상, 원거리 암살자 1명 이상, 근거리 암살자 1명 이상, 치유사 1명 이상의 영웅이 5레벨 이상이어
야 한다. 

4 카톡방에서 제명이 된 자 혹은 관리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나간 자는 당 대회 참가자격이 없다. 

순 대회 참가불가 인원 사유 

1 OnlyMedivh#3750 규칙8 위반 : 당일 대회 미 통보 불참 

2 Baenang#2981 규칙8 위반 : 당일 대회 미 통보 불참 

※ 참가자 참고사항 
  - 기존 카톡방 인원의 기준 : 19년 9월30일 이전 가입한 카톡방 인원 
  - 대회 참가는 당 대회 규칙을 이해하였으며, 준수하겠다.에 동의한다. 
 



02 대회 규칙 및 주의사항 

순 내 용 

1 본 대회는 결승전 3판 2선승, 이전 경기는 단판으로 진행된다. 

2 대회 진행간 비속어, 불쾌감 유발 대화, 채팅 1회 경고 누적 3회 경고 시 대상자는 경기참여 불가한다. 

3 경기진행중 일시정지 요청은 각팀 팀장의 요청으로 팀당 1회 요청가능하다.  

4 경기진행시 대리 플레이, 고의적 핵, 버그 사용자는 상금 회수 및 영구 제명에 처한다. 

5 팀장의 미 통보시  추가 선수교체 불가한다. 

6 경기불참시 최소 2시간 전에 팀장은 대회 진행자에게 통보하며, 미통보 불참선수는 다음 대회 출전자격이 박탈된다. 

7 경기중 ‘방플’로 플레이시 해당 플레이어는 영구 제명이된다. 

8 대회간 본인 팀의 ‘방플’을 제보하지 않은 팀 전원은 다음대회 출전자격이 박탈되며, 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9 팀장 본인이 선택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관리자가 분배한다. 

10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자를 평가한 기여점수는 기여점수에서 제외된다. 기여점수 순위가 미달인 자는 팀장이 되지 못한다. 

※ 대회라 함은 샤네배 히오스 대회의 팀 구성부터 결승 시상까지를 지칭한다. 
    경기라 함은 “대회”에 참가하는 팀간에 이뤄지는 히오스 경기를 지칭한다. 

※ 방플이라 함은 대회 방송을 보면서 플레이 하는 것을 칭한다. 



03 대회 진행 및 상금분배 

순 참여 팀수 상금 지급기준 

1 0 ~ 1팀 대회 미 개최 

2 2팀 승리한 팀 전원 상금지급. 

3 3팀 이상 팀 단위로 순위간 차등지급(예시 : 4팀진행시 1, 2등에게 차등지급) 

※ 상금 규모 : 참여 인원구분에 따른 주최자의 제량으로 지정한다. 
                    참가팀 접수이후 대회 전 전체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