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양시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제3회‘SS리그’개요서
1.
가. 목

목적 및 목표
적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의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나. 목

표

1)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사전 욕구조사 진행을 통한 청소년 욕구 파악
2) 청소년 요구가 높은 종목 선정을 통한 주도적인 청소년 참여 유도
3)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게임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도모

2.

사업개요

가. 운영일정
1) 예선: 2022. 10. 8.(토) 11:00~16:00
2) 본선: 2022. 10. 9.(일) 14:00~16:00
3) 시상: 2022. 10. 15.(토) 13:00~14:00
나. 장

소: 온라인 플랫폼(배틀리카) 외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다. 대

상: 고양시 관내 거주 및 재학 중인 9세~24세 청소년

라. 내

용: e스포츠 대회 운영(피파온라인4)

3.

세부내용

가. 운영개요
1) 팀 등 록: 청소년 아마추어팀 32팀 선착순 등록
2) 팀 구 성: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1인 구성
3) 경기규칙
구분

내용
l 전·후반 경기 8분

비고
연장전
ON

l 예선 경기(10/8)
- 32강전 토너먼트 진행
경기
대회

- 이전 2년 간 4강 진출자 시드배정
l 결선 경기(10/9)

운영

- 8강전 토너먼트 진행

라이브

- 4강 경기 3판 2선승

진행

- 결승전, 3, 4위전 5판 3선승
l 대회 시상식(10/15)
시상식

- 상위 3팀 시상식 진행
- 기타 입상자 기념품 지급
l 대회에 사용될 계정 선수 본인 명의 계정
l 예선 신청 구단주명과 본인 명의의 계정
구단주 명이 다를 경우 실격처리

계정

l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구단명과 팀명은
사전에 변경 해야하며, 거부 시 대회참여 불가능
l 대회 신청서 제출 시 스쿼드 캡쳐본 제출
(18명 이하)

참여팀
구성
선수

l

랭킹전 기준 총 ‘급여 220’ 이하 구성

l

선수단 구성 시 보유 선수의 수량, 클래스별

선발

선수 강화단계 제한하지 않는다.
l

전술
수치

모집 시 구단가치 및 가입자명을 인증한다.

l 포메이션 구성에 제한 없음
l 공격수,미드필더,수비수의 숫자 자유롭게 구성
l 개인 전술과 팀 전술 수치 자유롭게 설정

※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규정
별도
규칙참조

나. 시상계획
1) 우

승: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트로피,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상 지급

2) 준 우 승: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상 지급
3) 3

등: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상 지급

4) 베스트골: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3인)
※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세공과금의 경우 별도로 참가자가 부담함

다. 세부 활동일정 및 내용
1) 예선전 (2022.10.8.토)
일정
11:00 ~ 11:30
11:30 ~ 11:35
11:35 ~ 11:50

내용

비고

○ 경기 팀 접수
○ 온라인 개회식
- 개회사(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이사)
○ 대회 진행 관련 안내사항 전달
- 만족도 조사 설문지 작성(구글 폼 조사)_게임종료 후 참여
3판

13:00 ~ 15:50

○ 예선경기 32강 ~ 8강

15:50 ~ 16:00

○ 4강 구성 완료 및 결선일정 안내

2선

2) 결선 토너먼트 (2022.10.9.일)
일정
13:00 ~ 13:10
13:10 ~ 13:20
13:20 ~ 14:20
14:20 ~ 14:30
14:30 ~ 15:30

15:30 ~ 16:00

내용

비고

○ 경기 팀 접수(온라인)
○ 대회 진행 관련 안내사항 전달
○ 결선 4강 진행

3판 2선승

○ 라이브 스트리밍 및 중계 진행
○ 결승전 / 3, 4위전 정비
○ 결승전 / 3, 4위전 진행(총 2경기)
○ 라이브 스트리밍 및 중계 진행
결승전(2팀)
○ 폐회식

5판 3선승

3,4위전(2팀)

- 폐회사(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이종순 센터장)
- 만족도 조사 설문지 작성(구글 폼 조사)_필수 작성

폐회사
영상 상영

※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시상식 (2022.10.15.토)
일정

내용
○ 시상식 운영

13:00 ~ 14:00

-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 수상자 시상 진행 및 사진촬영

비고
수령
확인증
서명

라.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