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의 행사 개최 방법 

 

1. 장소 섭외 

2. 무선 인터넷 환경 검사 

3. 와글와글 행사 홍보 

4. 재미있는 행사 기획 

5. 토너먼트 진행 

6. 진행 과정 및 결과 공유 

 

와글와글 하스스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세한 안내를 읽어 보세요! 

 

1. 장소는 어떻게 섭외하나요?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진행할 좋은 장소를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이면서 

탁자와 의자를 배치할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3 가지 조건을 갖춘 장소라면 얼마든지 하스스톤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많은 공간이나 건물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기기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고려해볼 수 있는 장소들 

 대학교 회의실 

 지역 문화 회관 

 카페 

 호텔 강당 

 서점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훌륭합니다! 행사를 개최할 장소를 정했으니, 행사를 위한 주요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전기 공급입니다. 한 참가자가 

노트북을 콘센트에 연결했는데 최대 전기 사용량을 넘어선 나머지 안전 장치가 작동되고, 정전이 

되어 여러분의 멋진 행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멀티탭과 연장선을 준비한다면 참가자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기기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고려 사항들 



공유기와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선 인터넷이 있다면 인터넷 공유기와 

스위치, 랜선의 번잡스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연결 포트를 보유한 공유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48 명 이상의 

플레이어를 지원할 수 있는 스위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의 기기가 무선 인터넷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만약 지원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케이블을 소지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열기 전에, 준비된 공유기가 얼마나 많은 기기를 수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공유기는 지원하는 최대 

기기 수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대치를 더 높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공유기의 최대 

수용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용량을 늘리도록 설정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면, 동시에 접속하는 

플레이어를 10 명으로 제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본문의 “기술적인 문제 대비하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에 탁자와 앉을 자리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이 탁자 없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직접 들고 플레이할 수 도 있겠지만, 때때로 기기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한결 편안할 것입니다. 플레이어 2 명 당 약 1.8 미터 넓이의 탁자 하나가 가장 

편안하겠지만, 아무쪼록 가장 편안한 환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과 Battle.net 의 배틀태그를 적을 수 있는 신청서 

 잘 보이는 곳에 무선 인터넷 인증 절차 붙여놓기 

 카메라! 와글와글 하스스톤의 재미난 순간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참가자들과 향후 참가를 

원하는 분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 행사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라면, 촬영이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서는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무선 인터넷 환경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공들여 준비한 와글와글 하스스톤 행사장에 열정으로 가득한 참가자들이 가득 모이기 전에, 모든 

참가자들이 동시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WiFi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도록 현장의 무선 인터넷이 충분한 

대역폭을 지니고, 모든 하스스톤 게이머들이 차단당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이 준비되어야만 와글와글 하스스톤 참가자들이 친구 목록에서 가까운 

플레이어 항목에 나타난 다른 참가자들과 대결을 하고, 와글와글 하스스톤 카드 뒷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kr.battle.net/hearthstone/static/images/fireside-gatherings/downloads/ko-kr/filming-notice.pdf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유기가 플레이어 간 UDP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할 것 

2. 플레이어들이 동일한 Subnet 에서 접속해야 할 것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의 구동 방식 

하스스톤은 UDP(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브로드캐스팅 을 사용하여 게임을 실행한 기기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덕분에 친구 목록의 가까운 플레이어 항목에서 근처에 있는 

플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UDP 브로드캐스팅은 1:1 통신과 게임 멀티플레이에서 널리 사용되며, 

대부분의 공유기가 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또는 보안이 중시되는 곳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UDP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 있다면,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 동작 확인 

와글와글 하스스톤 행사장에서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시려면, 하스스톤을 

실행 가능한 기기를 2 대 가져와 행사장의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으로 대결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까운 플레이어 항목에서 보인다면 같은 

subnet 에 위치한 것이며,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동작할 것입니다.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이 여전히 동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사장으로 선택한 곳에서 UDP 브로드캐스팅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로컬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행사 진행 시에만 임시로 UDP 브로드캐스팅 기능 활성화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사용하거나 전용 장치를 이용하여 WiFi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무선 데이터 요금을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G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는 수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의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핫스팟으로 접속한 플레이어들은 동일한 subnet 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식으로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을 사용하여 와글와글 하스스톤 카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까운 플레이어 기능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더라도 훌륭한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여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서로가 친구로 등록하여 대결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3.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어떻게 홍보하나요? 

이제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스스톤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과 언제, 어디서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즐길지 알릴 차례입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와글와글 하스스톤이 열린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FiresideGatherings@blizzard.com 로 자세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하스스톤 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여러분의 하스스톤 모임을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과 twitter 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행사 날짜와 시간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안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참가자의 꾸준한 행사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 근처에 광고 전단지를 게시하여 언제 와글와글 

하스스톤이 개최되는지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와글와글 

하스스톤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판을 설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고판은 특히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될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4.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포스터와 장식들은 적절한 분위기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사장의 TV 를 통해 장작불 

영상을 틀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을 주제로 한 음악을 틀어 놓는 것도 

아늑한 밤에 카드 게임을 즐기는 느낌을 내줄 겁니다. 또는, 하스스톤을 주제로 한 코스튬 플레이의 

밤으로 기획하여 참가자들이 중세 시대나 판타지 풍의 의상을 입고 참가하도록 장려할 수 도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 

음식과 음료는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보다, 하스스톤은 

여관에서 즐기는 게임이니까요! 만약 와글와글 하스스톤이 카페에서 열린다면, 카페 직원에게 

부탁하여 분위기에 맞는 음식과 음료를 미리 부탁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와글와글 하스스톤이 

mailto:FiresideGatherings@blizzard.com


음식과 음료를 마련할 수 없는 장소에서 진행된다면, 직접 다과를 준비하거나 참가자들이 직접 

간식을 가져와 나누며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행사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준비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게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와글와글 하스스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표를 준비하고, 무료로 플레이 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행사장에 도착한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숙련된 플레이어들이 신규 플레이어를 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참가자들이 쉽게 

친해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초보자를 위한 밤”과 같은 행사 기획은 하스스톤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들이 보다 편안하게 행사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마를 정하거나 

초보자용, 혹은 제한된 규칙을 가진 토너먼트 경기를 여는 것 또한 행사의 재미를 더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카드를 모으지 못한 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플레이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카드만 이용한 토너먼트를 열거나, 숙련자를 상대로 초보자가 

경기를 하되 초보자가 일정 횟수만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나, 게임 실력과 등급전 순위에 

따라 분리된 토너먼트를 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 방식으로 진행해, 여러 차례의 와글와글 하스스톤 행사를 거쳐 각 

플레이어의 승패를 기록하여 참가자의 순위를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관람 행사 

하스스톤 관련 영상을 함께 관람하는 행사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람 행사는 

eSports 토너먼트나 블리즈컨 같은 하스스톤 특별 행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녹화된 토너먼트 영상이나 유명한 플레이어의 하스스톤 플레이어 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도 

있습니다. 

 

관람 행사를 준비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WiFi 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연결선(HDMI 케이블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을 이용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TV 에 연결한 후 

연결된 기기를 출력하도록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실시간 방송의 재생이 도중에 끊긴다면, 

영상의 품질을 낮추면 보다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습니다. 미리 행사장을 점검하며 연결선의 

길이가 충분한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연대회 

경연대회는 모든 참가자 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경연대회는 새로운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하스스톤에 다가올 수 독려하는 동시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참가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스스톤 요령 소개와 전투의 함성 흉내내기, 제스처 

게임, 게임 실력과 상관 없는 간단한 게임은 다양한 실력의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투기장에서 누가 가장 승리를 많이 하는지 경쟁하는 경연대회나, 제한된 카드로 

만든 덱으로 특정 횟수 이상의 경기를 승리하는 도전 형식 경연대회는 숙련된 플레이어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그 밖에 2 명의 플레이어를 한 팀으로 묶어 제한된 시간 안에 하수인의 생명력을 가장 

높게 만드는 것으로 경쟁하는 식의 독특한 경기도 가능합니다. 

 

5. 토너먼트는 어떻게 열 수 있나요? 

토너먼트 경기는 와글와글 하스스톤 참가자들이 경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토너먼트 경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다양한 경기 방식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이 되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경기 진행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장 일반적인 토너먼트 경기 방식입니다: 

 

단판 승부 형식 –가장 간단하고 빠른 토너먼트 경기 방식입니다. 두 명이 단판 승부를 거친 

후 승자가 다른 경기의 승자와 다음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의 패자는 자동적으로 

토너먼트에서 탈락합니다. 매 경기 이후, 각 조의 승자들끼리 만나 경기를 펼치며 진행되어, 

결승전을 위한 최후의 두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단판 승 형식의 단점은 플레이어의 

토너먼트 탈락이 빠르게 이루어져 탈락자가 행사에 참여한다는 느낌이 덜 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며, 때로는 참여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토너먼트를 시작하는 등 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http://i.imgur.com/T7vetuP.jpg


패자 부활전 형식 – 패자 부활전은 단판 승부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다만, 승자 경기와 패자 

부활전으로 불리는 패자 경기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승자 경기에서 패배한 플레이어는 

토너먼트에서 탈락하지 않고, 대신 다른 경기에서 처음 패배한 플레이어와 또 다른 경기를 

가져, 토너먼트에서 살아 남을 기회를 얻습니다. 결국은 승자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명과 패자 경기에서 살아남은 한 명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방식의 단점은 

복잡하게 느껴지고 진행 속도가 느릴 수 있으며, 성공적인 토너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그전 – 리그전은 단판 승부와 달리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다른 경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경기 참가자가 다른 모든 참가자를 상대로 동일한 횟수의 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를 진행자가 기록합니다. 모든 경기가 완료되면 승리를 가장 많이 하고 패배를 가장 

적게 한 플레이어가 우승합니다. 리그전은 모든 참가자가 계속 경기를 가지기에 규모가 

작은 행사에 적합합니다. 리그 형식의 단점으로는 기록해야 할 것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결승전”이 없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토너먼트 방식이 있지만, 이들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토너먼트 

경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 번 살펴보신 후, 지역 내 하스스톤 커뮤니티와 와글와글 

하스스톤 규모에 가장 적합한 경기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와글와글 하스스톤에 사용할 토너먼트 경기 방식을 결정했다면, 다음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위한 

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경기를 위한 조를 편성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를 위한 조를 정했다면, 참가자들을 조에 

“편성”시켜야 합니다. 번호가 적힌 종이가 담긴 모자나 상자를 준비하여, 먼저 온 사람 순서로 

번호를 뽑아 각 조에 배치하면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단판 승부 형식의 토너먼트 경기를 준비했지만 조에 편성할 인원이 짝이 맞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 상대가 없는 조에 편성된 플레이어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승리”하는 

‘부전승’ 규칙을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만약 하스스톤 토너먼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하나의 큰 토너먼트만 준비하기 보다는, 작은 규모의 조를 나란히 배치한 다수의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편이 더 간단하고 빠를 수 있으며, 각 토너먼트의 우승자들이 모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대망의 결승전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6. 결과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께서 진행한 와글와글 하스스톤의 사진(혹은 영상도!)을 

메일(FiresideGatherings@blizzard.com)로 보내주세요! 행사장 녹화나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mailto:FiresideGatherings@blizzard.com


반드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행사 결과를 정리한 웹 

페이지를 제작하셨다면, 링크를 부탁 드립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내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와글와글 하스스톤 개최 날짜 

 행사장의 이름과 주소 (아니면 행사를 개최한 도시나 국가를 적어 주세요) 

 행사 제목 (여러분만의 와글와글 하스스톤에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다면 말이죠!) 

 행사에서 진행했던 토너먼트, 게임, 프로그램 등의 설명 

 (있다면) 행사 결과를 소개하는 웹 페이지 주소 

 (있다면) 행사 홍보를 위한 Facebook 페이지 및 Twitter 계정 공유 

 재미있었던 일화나 멋진 순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와글와글 하스스톤 정보는 블로그에 소개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모든 

정보를 정확히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장에서 녹화나 사진 촬영을 한다면, 반드시 촬영을 한다는 안내문을 잘 보이는 장소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글와글 하스스톤의 해쉬태그는 #FiresideGatherings 이며, 관련 트윗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와글와글 하스스톤이 최고의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다양한 제안들은 기초적이고 간단한 내용이니,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의 재미를 만끽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