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 3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Rainbow Six 팀, 

ROG MASTERS APAC 2022 에서 최고의 영광을 목표로 맞붙다 

 

대만, 타이페이, 2022 년 8 월 15 일 — 세계 최고의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인 ASUS Republic of Gamers 

(ROG)1 에서 오늘 ROG Masters Asia Pacific 2022 e-스포츠 토너먼트 개최를 발표했습니다2. 미화로 총 

40,000 달러의 상금이 걸린 이 토너먼트는 8 월 15 일에 시작되며 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 최고의 톰 

클랜시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Tom Clancy’s Rainbow Six: Siege) 게임으로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최종 

결승전의 자리를 놓고 결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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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일본, 한국 지역의 플레이를 위한 예선 등록은 8 월 15 일부터 시작하며, 이 예선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온라인 지역 예선 토너먼트는 9 월 17 일에 시작됩니다. 통과한 팀들은 지역 

결승전에 진출한 후 10 월 21 일에 태국 게임쇼(Thailand Game Show)에서 열리는 최종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결승전 및 최종 결승전은 각국의 언어로 온라인 라이브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ASUS 는 모든 수준의 게이머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ROG 라인을 만들었으며, 게이머들이 ROG 

Masters APAC 을 통해 그들의 엄청난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올해,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통해 당사는 APAC 전반에 있는 최고의 팀들을 방콕에서 벌어지는 경이적인 결전을 위해 

구축하려고 합니다.”라며 ASUS 시스템 사업 그룹의 Peter Chang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전했습니다. 

 

ROG Masters 소개 

2016 년에 APAC 에서 시작된 ROG Masters APAC 은 미래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국제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전 지역의 게이머를 위한 최고의 e 스포츠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올해 최초로 ROG Masters APAC 2022 는 톰 클랜시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빠른 페이스 

기반의 전술 액션을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등록 및 주요 일자 

참가 등록을 원하는 참여자는 ROG 공식 토너먼트 페이지(www.rogmastersapac.gg)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ROG Masters APAC 2022 등록은 8 월 15 일부터 9 월 15 일까지 진행합니다. 지역 예선은 9 월 

17~18 일에 온라인으로 시행되며 예선 통과 팀들은 9 월 24 일 지역 결승전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최종 

결전은 9 월 21~23 일에 방콕의 Thailand Game Show 에서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ROG 소개 

ROG (Republic of Gamers)는 ASUS 의 자체 하위 브랜드로 세계 최고의 게이밍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06 년에 만들어진 ROG 는 마더보드, 그래픽 카드, 시스템 컴포넌트, 노트북, 

데스크톱, 모니터, 스마트폰, 오디오 장비, 라우터, 주변 장치 및 액세서리 등 성능 및 품질로 유명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구성된 완벽한 라인을 제공합니다. ROG 는 주요 국제 게이밍 이벤트에 참여하여 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ROG 장비는 수백 개의 오버클록 기록을 세웠으며 지속해서 전 세계의 게이머 및 게임 

http://www.rogmastersapac.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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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링크에서 ROG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http://rog.asus.com). 

http://rog.as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