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승 대회 규칙

（Ver.1.20）

결승 대회에서는 ‘랭크 매치’의 투어 포인트 랭킹 상위 20 명과 ‘Online Region CUP’의 각 지역
상위 3 명, 합계 32 명이 세계 No.1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됩니다.
결승 대회 일정

개최 일시

1 일째: 2020/12/19 오후 4:00 (KST) 개시
2 일째: 2020/12/27 오후 4:00 (KST) 개시

※결승 대회 1 일째에 베스트 4 선출을 진행합니다.
※결승 대회 2 일째에 준결승, 결승, 3 위 결정전을 진행합니다.
※결승 대회는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결승 대회 참가 조건
1)

결승 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신 분

2)

대회 참가 시 16 세 이상인 분 (일본 국적인 경우에는 고등학생 이상)

3)

결승 대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준비되신 분

4)

대회 출전에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분

※결승 대회 참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분이 계실 경우, 하위 참가자에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 미성년자가 결승 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신 경우, 대회 출전에 대한 보호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회 출전에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 취득·준비에 드는 비용은 참가자 부담입니다.
규칙
방 매치로 대전을 진행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대회 형식

토너먼트 형식

승패

3 전 2 선승제(BO3)
※ 무승부

혹은

통신이

끊겼을

경우,

해당

승부는

기록되지 않고 다시 대전을 치릅니다.
단, 통신이 끊긴 후 5 분 이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패배로 처리됩니다.
등록한 덱의 수

미리 3 개의 덱을 등록하십시오.
동일한 영웅에 대해 여러 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용 영웅 및 영웅 스킬

제한 없음

사용 카드

비밀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

사용 스킨

제한 없음

덱 사용 규칙

등록한

덱에서

선택합니다.

각

게임에

사용할

2

개의

덱을

등록한 덱의 영웅과 영웅 스킬은 대전에 앞서 상대에게
공개됩니다.
이후 라운드에서 승리한 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라운드에서 패배 또는 무승부를 기록한 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버전

결승 대회 전용 앱

단말기 환경

결승 대회 전용 단말기(주최자가 준비합니다)

기타

자세한 시합 진행 및 당일의 일정에 대해서는 결승
대회 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방송 일정
결승 대회는 특별 방송으로 다음 일정에 따라 송출됩니다.
방송 일시:

2020/12/27 오후 4:00 (KST) 개시

YouTubeLive (Japanese)

https://youtu.be/BRhAXnL7cks

Twitch (English)

https://www.twitch.tv/playteppen

[시청자 특전]
① ：비밀 카드 ‘단테 (DANTE 008)’
② ：비밀 카드 ‘Zero (ZERO 008)’
③ ：비밀 카드 ‘고우키 (AKUMA 008)’
④ ：전설 비밀 카드 ‘태양신 아마테라스 (TOA 016)’
※시청자 특전 카드는 QR 코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QR 코드는 결승 대회 방송 중 단계적으로 공개됩니다 .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 년 12 월 11 일 (KST) 일부 수정
・2020 년 11 월 30 일 (KST) 일부 수정
・2020 년 9 월 25 일 (KST)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