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WF
경기관리시스템
(Event Management System: EMS)
1. 어떻게 EMS에 접속하나요?
iwwf.sport에 접속

https://ems.iwwf.sport

2. IWWF 경기관리시스템에 꼭 등록해야 하나요?
국제수상스키·웨이크보드연맹(IWWF)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경기관리시스템(Event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모든 IWWF 가맹 국가연맹은 의무적으로 EMS 시
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선수, 지도자 및 심판 경기
인 등록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시스템에 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향후 모든 국제대
회 참가는 EMS으로만 참가신청이 가능하므로 국제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분들께
서는 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3 EMS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 본인의 이름/영문이름/성별/생년월일/이메일주소/협회선수등록여부(○/X)를
kwwa@sports.or.kr로 제출합니다.
2. 작성하신 이메일 주소로 IWWF에서 인증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3. 인증 링크(I agree)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6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아이디는 인증 이메일을 수신한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하여 EMS에 접속합니다
※ IWWF에서 발송되는 인증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로 스팸처리가 될 수 있으니 스팸
메일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증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kwwa@sports.or.kr
로 문의 바랍니다.

5. 경기인 등록처럼 매년 EMS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년 실시되는 경기인등록시스템과 달리 EMS 등록은 계정 당 한번만 실시
하면 됩니다. 중복 등록 및 재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EMS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현재 이용 가능한 기능들


이용자 등록



EMS 일반 및 대회 뉴스



연맹 명부



선수 프로필



임원 및 회원 프로필



선수, 임원 및 대회 승인 절차



대회 장소 및 일정 정보



대회 등록



선수 및 임원 대회 등록



과거 자료 이전



EMS에서 라이온 채점 시스템(Lion Scoring System)으로 선수 및 임원 경기
대회 참가자 다운로드



수상스키 종목(다른 종목은 준비 중) 출발 명단 및 최종 결과를 라이온 채점 시
스템(Lion Scoring System)에서 EMS로 업로드



랭킹 명단 정보



EMS 이용자 이메일 기능

7. IWWF 라이센스(Licence)는 무엇인가요?
- IWWF 라이센스 배경
IWWF는 개최자가 향후 IWWF 총회를 포함한 IWWF 세계타이틀 대회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 및 감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라이센스(연간 $25.00(USD)
또는 경기당 $7.00(USD))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IWWF는 선
수가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대회에 대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대회 공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IWWF 라이센스 안내


IWWF 라이센스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선수가 대회 연도(연간 무제한 라이센스의 경우 $25.00(USD) 또는 단일 대회
라이센스의 경우 $7.00(USD)에 유효한 IWWF 라이센스를 소지한 경우에만 라
이센스를 받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미국달러 또는 유로로 신용카드로 라이센스를 지불합니다.



연맹은 각 국가 팀에 대해 연간 무제한 라이센스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
다(여러 라이센스를 한번에 구매). 가족 및 클럽에서도 대량으로 라이센스를 구
매할 수 있습니다.라이센스는 특정 선수에게 지정되고 그의 EMS 계정에 부여됩
니다. EMS에서 이메일 확인/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5.00(USD) 연간 무제한 라이센스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7.00(USD) 단일 대회 라이센스는 특정 대회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한 대
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WWF 라이센스 구매” 기능을 통해 “티켓” 형태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대회가 취소되거나 선수가 참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거절될
경우, EMS “라이센스 계정”에 향후 대회에 사용 가능한 티켓이 발급될 것입니
다.



라이센스는 플라스틱 카트 형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를 제시해야 할
경우, 선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EMS “라이센스 계정”을 제시하여 유효한 라
이센스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모든 종목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IWWF 라이센스 도입은 2021년부터 베어풋, 케이블스키, 웨이크보드, 케이블웨
이크보드 및 수상스키 종목부터 시작됩니다. 향후 장애인스키, 레이싱, 쇼스키,
웨이크서프 종목이 도입될 것입니다.

- 랭킹 리스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 라이센스는 의무인가요?



예, 랭킹 리스트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선수들은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
니다.



선수는 세계 랭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장
하는 랭킹 리스트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좋은 장소/스키
조건, 숙련되고 유능한 기술 관계자(심판/드라이버), 일급 기술 장비(슬라롬 코스,
점프대, 비디오, 보트), 매스컴(라이브 스트리밍, 홍보, 소셜 미디어 등), 전문적인
인프라 및 높은 인지도의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는 동기 부여 요소

- IWWF 라이센스 요구 대회
IWWF 라이센스는 호몰로게이션 코드에 따라 요구됩니다.


베어풋/수상스키 : R급 및 L급 대회



케이블스키 : R급 대회 및 일반 대회



웨이크보드 및 케이블웨이크보드 : 3성~6성 대회

7. 담당자 연락처
EMS 프로젝트 관리/개발
(EMS Project Management/Development)
피터 프레이(Peter Frei)
(treasurer@iwwf.sport)

시행 팀
(Implementation Team)
피터 프레이(Peter Frei)

모텐 파울룬드(Morten Froulund) 한누 린타네(Hannu
Rintanen)

IWWF EMS 관리자
(IWWF EMS Administrator)
한누 린타네(Hannu Rintanen)
(ems-admin@iwwf.sport)

연맹 관리자
(Federations Administrators)
김한길
(kwwa@spor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