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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발전 참가 접수 안내 매뉴얼

1. 선발전 일정

2. 선발 방식

- 와일드 카드 온라인 선발전 : 해당 기간 내 지정 서버에서 LAPTIME 상위 30명 본선 진출,

와일드카드 본선 1차, 2차 1등, 3차 1-3등 그랜드 파이널 진출

- THE FASTEST : 해당 기간 내 BEST LAP TIME 1위 선정, 그랜드 파이널 진출

3. 참가 신청 방법

- 선발전 기간 내 ① e슈퍼레이스 홈페이지(http://esuperrace.com)에서 참가 접수 완료 후, 지정된 서버에서 LAP TIME 기록
* 참가 접수 시 입력한 닉네임으로 기록이 인증되므로, 참가 접수 시 반드시 게임 내 닉네임과 동일하게 기입 필요
* 정규 리그 진출자는 정규리그 기간과 겹치는 추가 선발전 일정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추가 선발전 참가 접수 안내



추가 선발전 참가 접수 안내 매뉴얼

1. e슈퍼레이스 참가 접수 완료 (참가 접수 시 서버닉네임과 게임 내 닉네임 동일하게 세팅) 

2. 아세토 코르사 online에서 지정된 서버로 입장하여 트랙 아웃없이 랩타임 기록

3. e슈퍼레이스 홈페이지 상단 ‘선발전 실시간 기록＇보기를 통해 자신의 기록이 남는지 리더보드 확인

4. 추가 선발전 서버

구분 기간 서버명 패스워드

THE FASTEST 9/26(토) 20:00 ~ 12/5(토) 08:00 The Fastest 2020 CJ LOGISTICS eSUPERRACE #1~2 esuperrace2020

와일드카드 1차 10/2(금) 20:00 ~ 10/5(월) 08:00 Wildcard 1 2020 CJ LOGISTICS eSUPERRACE #1~3 esuperrace2020

와일드카드 2차 11/6(금) 20:00 ~ 11/9(월) 08:00 Wildcard 2 2020 CJ LOGISTICS eSUPERRACE #1~3 esuperrace2020

와일드카드 3차 11/27(금) 20:00 ~ 11/30(금) 08:00 Wildcard 3 2020 CJ LOGISTICS eSUPERRACE #1~3 esuperrac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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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슈퍼레이스 홈페이지 참가 신청

1. e슈퍼레이스 홈페이지(http://esuperrace.com) 접속

2. REGISTRATION  참가신청 클릭

홍길동 HONG GILDONG

① https://steamid.io/ 접속하여 스팀 아이디로 로그인
② Profile 페이지 열기
- steamID64에 있는 17자리 숫자 입력

☆ 사전에 게임 내 닉네임과 아세토 코르사 닉네임을
동일하게 설정한 뒤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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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superrace.com)에서
https://steamid.io/


② e슈퍼레이스 홈페이지 참가 신청

3. 개인정보처리방침문과 참가 서약문을 확인하신 후 내용에 동의하시면 체크해주세요. 동의하셔야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체 항목 기입 후, 참가 신청 버튼 클릭 시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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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토코르사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원활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 트랙 모드 설치 방법>

① 먼저 아래 경로를 찾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C드라이브에 설치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 있습니다.
C:\Program Files (x86)\Steam\steamapps\common\assettocorsa\content

만약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하셨다면 경로가 달라집니다.
D:\SteamLibrary\steamapps\common\assettocorsa\content

② 슈퍼레이스에서 제공된 차량 파일 은 압축해제 후 content\cars 내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③ 슈퍼레이스에서 제공된 트랙 파일은 압축해제 후 content\tracks 내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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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모드 다운로드 : superrace 2020 stockcar
https://drive.google.com/file/d/1M5dR6SWjDVwe18mPSzcdmWLPlWRQJKbm/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M5dR6SWjDVwe18mPSzcdmWLPlWRQJKbm/view?usp=sharing


※ 참가자 유의사항

1. 게임 내 닉네임과 참가 접수 시 닉네임을 (*불일치 시 기록이 인증되지 않음)

2. PC버전의 게임과 레이싱 기어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콘솔 버전의 게임 또는 키보드, 마우스로 참여할 수 없음

3. 정규 리그 진출자는 정규리그 대회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진행되는 추가 선발전에 참여할 수 없음

4.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는 다음 선발전에 다시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미 그랜드파이널 진출권을 얻은 선수는 추가 선발전 본선 진

출에서 자동 제외

5. 본선에 진출한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주최측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차 순위자에게 진출권을 부여 할 수 있음

6. 본선에 진출한 드라이버는 본선과 관련해 진행되는 리허설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하며, 

참가가 어려울 경우 주최측에 미리 알려야 함. 일정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이 제한될 수 있음

7. 경기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discord)가 활용될 예정이며, 각 드라이버의 방송 화면을 위해

별도 카메라 등 추가로 활용될 수 있음(LIVE 진행 경기). 방송과 관련한 내용은 필요 시 추후 안내

8. 대회의 정규리그 본선 진출자를 비롯해 와일드카드, 더 패스티스트를 통해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는 참가자는 대회 기간인

2020년 9월 19일 ~ 2020년 12월 12일 동안 시뮬레이션 레이싱을 활용한 다른 e스포츠 대회 참가 불가

9. 모든 경기는 2020 eSUPERRACE Series 규정에 준해 진행 되며 모든 드라이버들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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