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컴투스타이젬배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바둑리그 시즌1 

공지사항

1. 대회 첫 참가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제출하신 참가신청서와 대조
합니다)

2. 동호인바둑리그 시즌1 참가부 및 참가자 확인
  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바둑대회 경기결과” 검색 및 설치 or 아래의 주소 클릭(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
 ※ 설치하기 클릭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stlesoft.gkv&hl=en_US
 ※ QR코드로 설치

  나. 앱 실행 후 자기 이름 찾는 방법Ⓐ

  
     

‣ ‣ ‣ ‣

2021년 현재진행중대회
(시즌1)2021 

컴투스타이젬배 
참가부 참가선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stlesoft.gkv&hl=en_US


  다. 앱 실행 후 자기 이름 찾는 방법Ⓑ

  라. 참가부 통합 관련
    ① 아래의 일부 참가부는 참가자 부족으로 상위부와 통합되었습니다. 
      시즌1) 6,7부 ‣ 통합 6부 / 8,9,10부 ‣ 통합 8부

  마. 대진 공개 관련
    ① 대진 공개는 현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가신청시 신청한 부와 다를 경우 안내된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010-6746-1989)

3. 피셔룰 연습하기
  가. 타이젬 대국장 접속(www.tygem.com)
  나. 피셔룰 및 동호인바둑리그 기준 시간 설정 방법

  ※유의사항 : 초읽기 시 3초 이상 남기고 둘 것을 권장
   (초읽기 2초 이하를 남기고 착수할 경우 시스템상의 사유로 시간패의 가능성이 있음)

4. 대국 주의사항
  가. 마우스, 스피커 등 노트북 설정과 관련하여 대국 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은 본

인에게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대국시 핸드폰을 보거나 잦은 자리이탈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이름검색 아이콘 클릭 이름 작성 및 검색 ⟹ 대회명 클릭

http://www.tygem.com


5. 동호인 바둑리그 온라인대국 매뉴얼
  가. 다운받기 클릭 http://division.kbaduk.or.kr/media/notice_view.asp?bd_num=15

6. 코로나19 방역 관련
  가. 경기장에는 개별 문진표 작성 후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나. 온도체크 시 37.5도가 넘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당일 외출전 자가진단을 권장)
  다. 사전 공지된 2차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참가자는 대회 2일전 이내에 받은 PCR검

사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자 가능)

7. 노쇼(No show) 관련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가. 심판 및 경기요원의 대국 개시 선언 직후 경기장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는 

기권패 처리합니다.
  나. 상대가 참석하지 않아 본인의 기권승이 예상될 경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휴번인 선

수와 대국할 수 있습니다.
  다. 1라운드 기권패에 이어 2라운드에도 기권패가 예상되면 2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대진

표에서 삭제하며 하위 부로 강등합니다. 강등된 부에서 입상할 경우 별도의 상품은 없습
니다.

8. 기타 : 경기장 건물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합니다.(2호선 문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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