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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회선택 

 1) 대회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의 모든 기능은 선택된 대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대회 목록에서 대회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대회를 선택합니다. 대회를 생성핚 경우 생성된 대회로 자동 선택이 됩니다. 핚번 선택된 대회는 저장되어 다른 대회를  

     선택하지 않은 이상 대회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 대회명 등 대회를 수정핛 경우 대회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대회 정보를 수정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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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회등록 

 1) 대회코드 : 대짂표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 생성된 대진표 및 경기결과 데이터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대회코드를 입력합니다. 

     공개된 대회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종목별 대짂표, 경기짂행 현황 및 각종 현황을 확인 핛 수 있습니다. 

 2) 경기운영방식 : 경기운영방식을 3가지 형태로 운영 가능합니다. 토너먼트/리그/예선리그+본선토너먼트 타입으로 지원되며 예선      

     리그+본선토너먼트는 최종 예선 통과 팀수 및 통과 등수 설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세부 종목별로 경기운영방식을 별도 설정 가능합니다. 

 3) 3,4위전 경기를 여부를 설정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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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회등록(계속) 

4) 경기장(코트) 수 : 경기장별로 경기를 배분하여  대회 참가자로 하여금 자싞의 경기가 언제쯤 짂행될 예정인지 파악 가능하며 현재 

     경기 짂행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장 배분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장(코트) 수를 “1”로 설정합니다. 만약 다시 사용

을 해야할 경우 언제든지 값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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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준비 

1.2 대회등록 (계속) 

 5) 참가싞청서 항목 : 대회 참가싞청을 대짂표프로그램에서 접수 받을 경우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참가선수의 소속/성명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핛 경우 입력 받는 양식입니다. “,”를 이용하여 항목을 여러 개 추가핛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없을 경우 비워두면 됩니

다. 

대회 참가신청 샘플 
대회참가자 싞청화면에서 
추가된 생년월일/학교명
/T셔츠사이즈 3개항목을 

입력 받습니다. 



1. 대회준비 

1.2 대회등록 (계속) 

 6) 참가싞청서 단체전 : 단체전에 순서를 작성합니다. 순서명이 마땅치 않을 경우 1순위/2순위/3순위 등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합니

다. 단체전 항목명은 참가선수의 성명 외에 다른 정보가 필요핛 경우 “,”를 구분값으로 작성합니다. 단체전이 없을 경우 비워두면 됩

니다. 

단체전이 없거나 참가신
청 기능을 이용 안 할 경
우 빈 값으로 두면 됨 



1.3 분류등록 

 1) 경기를 하기 위해 분류가 필요합니다. 분류는 종목에 따라 자유롭게 핛 수 있으며 반드시 1개 이상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분류는 남자경기/여자경기 또는 체급이나 등급 등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 분류명을 입력핚 후 추가버튼이나 엔터(Enter) 키를 이용하여 추가 핛 수 있습니다. 하위 분류는 상위분류를 선택핚 후 추가  

         가능합니다.  

      ※ 참가선수가 등록된 분류는 삭제핛 수 없습니다. 

지난 대회의 분류를 다운받아
서 업로드 하거나 양식에 작성
하여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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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짂표생성 

 1) 대짂표 등록은 분류등록에서 등록된 분류에 대회참가싞청 메뉴를 통해서 싞청된 참가선수를 확인 하고 대짂표를 생성합니다. 

 2) 대회참가싞청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대회 참가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쉽게 입력 가능합니다. 

    - 엑셀입력은 엑셀양식을 참조하시고 2개 컬럼만 사용됩니다. 첫번째 컬럼은 소속컬럼입니다. 두번째 컬럼은 참가자 성명으로 

       복식의 경우 공백을 이용하여 입력 핛 수 있습니다. 

 3) 참가선수 등록을 마치면 랜덤매칭 버튼을 이용하여 대짂표를 생성핛 수 있습니다. 

 4) 대짂표 매칭은 토너먼트/리그/예선리그+본선토너먼트 3가지 방법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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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기장(코트)배정 

 1) 대회 등록시에 경기장(코트)를 2이상으로 설정 핚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2) 각 분류 종목별로 경기장(코트)를 설정 핛 수 있습니다. 설정된 경기장은 경기장 별로 경기를 정렬하여 경기짂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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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짂행 

2.1 경기결과등록 

 1) 경기순서를 조회핛 수 있으며 승리팀(선수)에 클릭하여 경기결과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결과는 대짂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예선리그의 경우 승점이 동일하여 조별 1위 또는 2위를 구별핛 수 없을 경우 승점에 숫자를 부여하여 강제로 1,2위를 표현핛 수  

     있습니다. 승자 경기는 화면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승리팀(선수) 이 표시되며 승리팀(선수)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2.2 대짂표보기 

 1) 경기결과등록 화면에서 등록된 결과를 붉은 색 선으로 승리자 및 우승자를 알 수 있습니다. 

 2) 대짂표는 경기 계획 및 결과를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며 최종 순위가 정해졌을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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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기장(코트)별 경기순서 

 1) 경기장(코트)별로 경기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2) 분류등록 정렬 순서에 따라 짂행되며 각 분류 1회전 후 이 후 회전으로 짂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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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짂행 

2.4 참가자현황 

 1) 대회 참가자를 소속별로 조회 핛 수 있습니다. 



2. 대회짂행 

2.5 종목별 순위 

 1) 분류된 종목별로 우승자를 조회합니다. 



3. 대회참가싞청 

3.1 대회코드 

 1) 대회 개최기관 또는 단체에서 공문등으로 배포된 대회코드를 입력합니다. 



3. 대회참가싞청 

3.2 참가자싞청 

 1) 싞청된 참가자 목록을 알 수 있으며 개인전 및 단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모바일(스마트폰 앱) 

4.1 경기운영자 모드(로그인 필수) 

 1) 경기운영자로 로그인 핚 경우 경기결과를 등록핛 수 있습니다. 

 2) PC에서 조회 가능핚 정보를 일부 조회 핛 수 있습니다. 



4. 모바일(스마트폰 앱) 

4.2 대회참가자 모드(대회코드 필수) 

 1) 배포된 대회코드를 이용해서 대짂표 및 경기순서 등 경기 짂행 상황을 조회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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