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기준 

(2021년 선정 기준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영속적으로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수 및 종목 선정 기준) 

① 선정위원회에서 헌액 대상자로 선정하는 선수의 기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국내 프로 대회에서 활약한 한국 국적 선수 

나. 다종목으로 진행된 종합 국제 대회 및 국내 프로 대회의 상위 대회로 볼 수 있는 국제 대회에서 

활약한 한국 국적 선수 

② 선정위원회는 헌액 선수의 선정을 위한 종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한국e스포츠협회 구 공인 종목: 도타2, 워크래프트 III, 철권, 카운터 스트라이크 

나. e스포츠 종목 선정 기관: FIFA 온라인, 던전앤파이터, 리그 오브 레전드,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II, 스페셜포스, 카트라이더, 클래시 로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단, 종목의 권위와 승계를 고려하여 최소 3년 이상 개최를 지속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종목 내 경력 인정 대상 대회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FIFA 온라인: 챔피언십 (2013~), EA 챔피언스컵, FIFAe 콘티넨탈컵, eK리그 

나. 던전앤파이터: 1~9차 리그, 액션토너먼트 (2012~2017), DPL:P, 레벨업 X 던전앤파이터 : Untact 

Tournament 

다. 도타2: 디 인터내셔널 (2013~) 

라. 리그 오브 레전드: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플릿 최소 18세트 이상 출전시), 월드 챔피언십, 

KeSPA Cup, 아시안게임 (2018) 

마. 서든어택: 마스터 리그, 슈퍼 리그, 챔피언스 리그 

바. 스타크래프트: 스타리그, MSL, WCG, ASL, KSL, GSL, SSL, KeSPA Cup, GSL 슈퍼 토너먼트, 

WCG (2019 제외), WCS 글로벌 파이널, IEM 월드 챔피언십 (2014~), 아시안게임 

(2018) 

사. 스페셜포스: 마스터리그 1~11차, 프로리그 

아. 워크래프트 III: WCG, AWL (2017~) 

자. 철권: WCG, Battle by the Bay (1996), Championships (2000, 2001), EVO (2002 ~) 

(Tekken Tag 제외), ATL (2020~) 

차. 카운터 스트라이크: DreamHack Winter (2013~2015), ESL One: Katowice (2014~2015), 

ESL One: Cologne (2014~2016), MLG Major Championship: Columbus 



(2016), ELEAGUE Major (2017), PGL Major Kraków (2017) 

카. 카트라이더: 1~17차 리그, 팀 스피릿, 시즌 제로, 배틀 로얄, 에볼루션, 버닝 타임, 듀얼 레이스 

1~3, 카트라이더 리그 

타. 클래시 로얄: 2017 크라운 챔피언십 코리아, 2017 크라운 컵 코리아, 2017 클래시 로얄 KeSPA 

Cup, 2017 킹스 컵 시즌2, 2018 클래시 로얄 리그 아시아 스프링 시즌, 2018 

클래시 로얄 리그 아시아 가을 시즌, 2019 클래시 로얄 리그 월드 파이널, 2019 

클래시 로얄 리그 아시아 시즌 1~2, 2019 클래시 로얄 리그 월드 파이널, WCG 

(2019), 2020 클래시 로얄 리그 이스트 스페셜 시즌, 2020 클래시 로얄 리그 이스트 

가을 시즌, 2020 노 틸트 월드, 2020 노 틸트 월드 챔피언십, 2021 클래시 로얄 

리그 월별 파이널 

파.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2019 PKL Phase1~3, 2019 FACEIT Global Summit, 2019 MET 

 Asia Series, 2019 PUBG Nations Cup, 2019 PUBG Global  

 Championship, 2020 PGS: Berlin 한국 대표 선발전, 2020 

 PCS1~3 ASIA 한국 대표 선발전, PWS: EAST ASIA(2021~), 

PUBG Global Invitational.S 2021, PCS ASIA (2020~) 

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HGC KR, 글로벌 챔피언십 

(대회의 권위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개최한 대회는 선정위원회 안건 상정 없이 경력 인정 

대상 대회에 포함한다. 단, 2년차의 대회는 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하여 경력 인정 대상 

대회에 포함될 수 있다.) 

제3조 (히어로즈 선정 기준) 

① 히어로즈는 대한민국 e스포츠 역사 동안 다양한 종목과 대회에서 빛낸 선수들을 말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히어로즈 선정 요건 사항 중 아래의 기준을 한 개 이상 충족하는 선수를 선정한다. 

 가. 종합 대회 및 국내 프로 대회의 상위 대회로 볼 수 있는 국제 대회: 준우승 이상 

 나. 해당 종목과 대회의 권위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국내 프로 대회: 3회 이상 우승 

 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100승 이상 

 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1,000킬 이상 혹은 2,000 어시스트 이상 

③ 선정위원회는 사무국이 취합하고 검수위원이 검수한 자료를 토대로 아래 사항을 결정한다. 

가. 추가 심의 대상 대회의 반영 여부 결정 

나. 추가 심의 대상 선수의 선정 여부 결정 

④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히어로즈 선수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4조 (아너스 선정 기준) 

① 아너스는 대한민국 e스포츠 역사 동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을 말한다. 

② 사무국은 히어로즈에 선정된 선수 중 아래의 추가 기준을 적용하여 후보를 취합한다. 

가. 경력 5년 이상(첫 경력 조사 대상 대회 참가일 기준) 



나. 선수 은퇴 발표(본인 혹은 소속 팀 공식 발표) 이후 1년 이상 경과 

③ 선정위원회는 사무국이 취합하고 검수위원이 검수한 자료를 토대로 후보를 심의 의결한다. 

④ 사무국은 심의 의결 된 후보자의 은퇴 지속 의사를 서면을 통해 확인한다. 

⑤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최종 헌액 후보자는, 투표인단의 투표에서 70% 이상의 찬성을 

 득표한 자를 아너스 헌액 대상자로 선정한다. 

⑥ 아너스 헌액 대상자는 은퇴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무국에 제출해야 아너스 헌액이 확정된다. 

 이후 헌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헌액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될 수 있다. 

 

제5조 (스타즈 선정 기준) 

① 스타즈는 그 해 인기가 높은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을 말한다. 

② 사무국은 해당해 상반기까지 e스포츠 종목 선정 기관에서 선정된 전문 종목과 일반 종목에서 활동 

한 한국 국적의 선수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을 한 개 이상 충족하는 최소 5배수(30명) 이내로 

스타즈 후보를 취합한다. 

가. 해당해 종합 대회 및 국제 대회 우승 입상자 

나. 해당해 국내 프로 대회 우승 이상 입상자 

③ 선정위원회는 사무국이 취합하고 검수위원이 검수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의 스타즈 최종 후보를 

    최소 3배수(18명) 이내로 심의 의결하여 선정한다. 

④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최종 헌액 후보자는, 온라인 팬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다득표 순으로 

 상위 6명을 선정하며,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1년간 전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