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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hstone World Championship Point-Giving Event Application 
하스스톤 월드 챔피언쉽으로 가는 대회를 열고 싶으시다고요? 진행에 앞서, 진행 예정이신 대회의 예정 날짜와 

정보들을 아래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공식 이메일(tournament@blizzard.com)로 최소 영업일 15 일 전에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진행 여부에 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 상금 규모가 천만 원 이상일 경우,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커뮤니티 대회는 

블리자드 공식 커뮤니티 대회 가이드에 있는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커뮤니티 토너먼트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기존에 최소 2 번의 하스스톤 대회를 진행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CUP 대회를 주최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아래에  “이전에 

진행한 하스스톤 대회 정보”를 꼭 기재해주세요 

 대회 요청 정보 Notes 

대회 명  대회 명을 입력해주세요  

대회 날짜와 시간 
 한국 표준 시간 (KST) 

예선전, 본선 외 전체 일정 

대회 홍보 내용 및 방법 

 대회 모집 방식 과 방법을 

적어주세요. 별도의 모집 

페이지가 없는 경우 

모집할 방법과 홍보에 

사용될 웹페이지 링크 

포함 

이전에 진행한 하스스톤 

대회 정보 

 이전에 진행하신 대회 

정보 

(대회 명, 대회 방식, 

대진표 링크 는 꼭 포함 

되어야 합니다.) 

대회 예상 참가자 수   

포인트 지역 

 한국 외 지역 (타 

지역)에서 주최를 희망 

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대회 방식 & 규칙 

 공식 대회 외 방식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mailto:tournament@blizzard.com
http://kr.battle.net/hearthstone/ko/blog/17953991
http://wcs.battle.net/sc2/ko/about/community-tourn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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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채널 및 링크 (방송 

플랫폼 포함) 

 인터넷 방송 또는 

오프라인 대회 등. (방송 

주소와 링크 포함) 

총 상금 (경품 포함) 

 상세한 상금 규모(1 등 xx 

2 등 xx)와 경품 정보를 

기제해주세요 

대회 스폰서, 후원 유무 등 
 스폰서 및 후원의 정보와 

지원받는 내역 

대회 로고 

 블리자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회 로고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또는 대용량 이메일 가능) 

*참가비를 받으실 경우 CUP 대회 자격 획득이 불가능 합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신 후 tournament@blizzard.com 로 보내주시면 포인트 부여 작업이 

진행됩니다.  (완료된 양식은 꼭 “Hearthstone Event Report – [대회명]” 을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ost-Event Report Notes 

참가 선수 명단 (순위 

포함) 

 참가한 선수들의 이름, 

배틀태그(예시. 

홍길동#1234), 순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트가 긴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VOD 주소  최소 4 강부터  라이브로 

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대회 종료 후 VOD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화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중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선택) 대회 진행 도중 

나타난 문제점 

 경기 도중 버그, 진행 중 

발상한 문제 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시청자 수 (방문객 수)  오프라인 대회의 경우 

현장 관람객 숫자도 포함 

Unique viewers   (확인 가능일 경우) 

PCCU  (동시 시청자 수)    

(선택) 대회 진행도중 

나타난 문제점 

 경기 도중 버그, 진행 중 

발상한 문제 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ilto:tournament@blizz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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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는 상기 이벤트 개최, 운영 및 보고의 목적으로 귀하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참가자의 성명 및 배틀태그를 수집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법령에 정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파기합니다. 

위의 문서를 완성하여 블리자드측에 회신함으로써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