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터부문 

<대회 참가 방법>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포켓몬스터 블랙 2」, 「포켓몬스터 화이트 2」 게임 상의 포켓몬센터 유

니언 룸에 접속하여 대전 상대를 찾아, 아래와 같이 대전 방식을 선택한 후 대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 방식은 대전을 신청한 플레이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전 형식  : 더블배틀 

  대전 룰    : 플랫 룰 

  미라클슈터 : 사용 안 함 

 

・본 대회의 예선전은 스위스라운드로 진행되며 예선 중에는 몇 번이든 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 대회의 본선전은 8강전부터 시작되며 8강은 단판, 4강부터는 3전 2선승자가 상위 진출하게 

됩니다. 

・대전 중 자의적, 또는 방전 등으로 닌텐도 DS의 전원이 꺼졌을 경우 패로 기록 됨으로 주의 바

랍니다. 

 

<대회의 기본 규칙> 

・참가할 수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는 「포켓몬스터 블랙 2」, 「포켓몬스터 화이트 2」입니다. 

・배틀은 「더블배틀」입니다. 

・지닌 포켓몬은 4마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라클슈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포켓몬은 「포켓몬스터 블랙 2・화이트 2」의 「전국도감 No.001~649」 

  단, 아래 포켓몬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뮤츠, 뮤, 루기아, 칠색조, 세레비, 가이오가, 그란돈, 레쿠쟈, 지라치, 테오키스, 디아루가, 펄기아, 

기라티나, 피오네, 마나피, 다크라이, 쉐이미, 아르세우스, 비크티니, 레시라무, 제크로무, 큐레무, 

케르디오, 메로엣타, 게노세크트 

・대전의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본 대회는 자가심판제로 운영되며, 대전 중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손을 들어 스탭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할 수 있는 포켓몬에 대하여> 

・배틀 중에는 레벨 51 이상의 포켓몬은 모두 자동적으로 레벨이 5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등록 가능한 포켓몬이라면 레벨 50을 넘은 포켓몬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고 

있는 「기술」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레벨만 5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레벨이 50 이하인 포켓몬은 그대로의 레벨이 됩니다. 

・같은 포켓몬은 2마리 이상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도감 No.가 같은 포켓몬도 2마리 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포켓몬은 「포켓몬스터 블랙 2·화이트 2」까지의 시리즈에서, 일반적인 

플레이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포켓몬(포켓몬 AR 서처, PDW 포함) 및 포켓몬 글로벌 링크, 

이벤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물 받은 포켓몬 입니다. 

• 아래의 방법 이외로 기술을 배운 포켓몬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레벨업하여 배운 기술 

② 기술머신(비전머신)으로 배운 기술 

③ 알에서 태어날 때 배우고 있는 기술 

④ 게임 내의 이벤트(등장인물이 알려주는 등)로 배운 기술 

⑤ 「포켓몬 글로벌 링크」나 이벤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물 받은 포켓몬이 

특별하게 배우고 있는 기술 

 

<도구에 대하여> 

・포켓몬에게 「도구」를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단, 2마리 이상의 포켓몬에게 같은 「도구」를 지니

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플레이로 입수한 「도구」및 「포켓몬 글로벌 링크」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물 받은 「도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주의사항> 

・아래의 행위를 한 선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① 일부에서 판매되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리포트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개조 코드에 의해 변경된 데이터를 포함한 포켓몬 및 개조 코드를 사용하여 만든 

포켓몬을 사용한 경우 

② 다른 참가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③ 부정한 내용으로 참가 등록, 또는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참가한 경우 

④ 이 밖에, 주최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