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스스톤 한국 메이저 대회 선수 가이드 

 

대회 개요 

하스스톤 한국 메이저 대회는 한국의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총 상금 2,000만원과 함께 

최대 16위까지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도 참가가 가능한 만큼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회와 관련된 문의는 주최측 이메일 HS_Krmajor@inven.co.kr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참가 접수: 2017년 9월 8일(금) 09:00 ~ 9월 17일(일) 24:00 

오프라인 예선: 2017년 9월 29일(금) 

본선 16강: 2017년 9월 30일(토) 18:00 

본선 4강 및 결승전: 2017년 10월 1일(일) 18:00 

 

mailto:HS_Krmajor@inven.co.kr


장소 

오프라인 예선: 서울 세븐 PC방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06 유타 [Google maps] 

본선 16강: 인벤 스튜디오 / 서울 강남구 선릉로93길 27 [Google maps] 

본선 4강 및 결승전: 넥슨 아레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4 서초더블유타워 [Google maps] 

 

대회 방식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12명 선착순 참가 접수 

 싱글 엘리미네이션 

 예선 및 본선 4강은 5라운드, 4덱 1밴 정복전 

 결승전은 7라운드, 5덱 1밴 정복전 

 

상금 및 포인트 

총 2,000만원의 상금과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위: 10,000,000원 + 15 Points 

 2위: 5,000,000원 + 12 Points 

 3위: 2,000,000원 + 8 Points 

 4위: 1,000,000원 + 8 Points 

 5~8위: 500,000원 + 4 Points 

 16위: 2 Points 

 

호텔 정보 

해외 선수를 위한 호텔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숙박 예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주최측 이

메일 HS_KRmajor@inven.co.kr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벤 스튜디오와 넥슨 아레나에서 가장 가

까운 호텔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오클라우드 호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사평대로58길 12 [Google maps] 

https://www.google.de/maps/place/%EC%9C%A0%ED%83%80%EB%AA%B0/@37.592643,127.0148313,17z/data=!3m1!4b1!4m5!3m4!1s0x357cbcc73e311d75:0x76f2006a97885656!8m2!3d37.592643!4d127.01702
https://www.google.de/maps/place/%EB%8C%80%ED%95%9C%EB%AF%BC%EA%B5%AD+%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A%B0%95%EB%82%A8%EA%B5%AC+%EC%84%A0%EB%A6%89%EB%A1%9C93%EA%B8%B8+27/@37.5045113,127.0443507,17z/data=!3m1!4b1!4m5!3m4!1s0x357ca405f59ac15d:0xf7c3741a1cbc1714!8m2!3d37.5045113!4d127.0465394
https://www.google.de/maps/place/W%ED%83%80%EC%9B%8C/@37.5025087,127.0224872,17z/data=!4m8!1m2!2m1!1z7ISc7Jq4IOyEnOy0iOq1rCDshJzstIjrjIDroZwgNzfquLggNTQg7ISc7LSI642U67iU7Jyg7YOA7JuM!3m4!1s0x357ca158ba585f51:0x8185dda6c9a99642!8m2!3d37.5025435!4d127.0247168
mailto:HS_KRmajor@inven.co.kr
https://www.google.de/maps/place/%EC%98%A4%ED%81%B4%EB%9D%BC%EC%9A%B0%EB%93%9C+%ED%98%B8%ED%85%94/@37.5030575,127.0216057,17z/data=!3m1!4b1!4m5!3m4!1s0x357ca15f512e7f87:0x96e12735feeb2827!8m2!3d37.5030575!4d127.0237944


 

 

병원 정보 

경기장 인근 가장 가까운 병원과 응급실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 [Google maps] 

 운영: 주중 08 ~ 16시 / 토요일 08 ~ 11시 

 전화번호: +82 02-1588-1511 

 한국 응급 번호는 119 

 

셔틀 버스 정보 

해외 선수를 위해 공항과 호텔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 버스를 제공합니다. 

셔틀 버스는 2번에 한해 운영하며 아래 시간을 참고해주세요. 

 

운행 시간: 총 2회 

 공항에서 출발: 9월 28일(목) 오후 1시 

https://www.google.de/maps/place/%EB%8C%80%ED%95%9C%EB%AF%BC%EA%B5%AD+%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C%84%9C%EC%B4%88%EA%B5%AC+%EB%B0%98%ED%8F%AC%EB%8F%99+505/@37.500612,127.0029924,17z/data=!3m1!4b1!4m5!3m4!1s0x357ca1707d454bb3:0x1c1c60cbab691245!8m2!3d37.500612!4d127.0051811


 공항에서 출발: 9월 28일(목) 오후 5시 

 

Friday 

Time (KST) Content 

10:00 ~ 11:00 참가 등록 

11:00 ~ 12:00 

오프라인 예선 Group A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참가 등록 

16:00 ~ 17:00 

오프라인 예선 Group B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22:00 ~ 23:00   

23:00 ~ 24:00   

 

Saturday 

Time (KST) Content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선수 도착 및 셋업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16 강 / 8 강 경기 진행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22:00 ~ 23:00 

23:00 ~ 24:00 

 



Sunday 

Time (KST) Content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선수 도착 및 셋업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4 강 / 3/4 위전 / 결승전 경기 진행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22:00 ~ 23:00 

23:00 ~ 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