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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icpc.baylor.edu 접속 후 로그인
각 팀의 Coach(지도 교수)님께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신 뒤, Dashboard에서
을 클릭하세요. 등록 시 사용된 ID가 자동으로 팀 코치로 등록됩니다.

2. 참가 대회 선택

Show all contests
 The 2017 Asia Pacific & South East Peninsula Contests
 The 2017 ACM-ICPC Asia Daejeon Regional Contest
 Asia Korea National First Round Programming Contest
 Asia Daejeon National First Round Programming Contest 클릭(8/14부터 가능)

(본선 대회 등록은 인터넷 예선 후 본선 진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3. 팀명 입력 및 학교 선택
Institution에서 교명을 입력하여 학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명이 등록돼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 링크를 클릭하여 교명 추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명이 검색되었으면 Select를 클릭하여 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Number of teams의 숫자를 선택하여 다수의 팀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팀의 팀명을 입
력하신 뒤

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4. 팀원 등록

Assign team Members에서 각 팀의 팀원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은 3명의 참가 선수
(Contestant) 와 1명의 코치(Coach)로 구성되어야 하며, 참가 선수가 3명 미만일 경우 등록 완료가
될 수 없습니다. Add contestant를 통해 3명을 추가한 뒤 Person 칸에 e-mail혹은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신규 참가자의 경우 Add new person을 클릭하신 뒤 해당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전 대회에는 예비선수 (Reserve)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5. 기타 등록 관련 정보들
팀 상태는 Pending (팀 등록 심사대기중) / Accepted (팀 등록 완료) 2가지가 있습니다. 각

팀 원

들이 개인정보 입력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팀 등록 완료가 되지 않으니 이를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팀원으로 등록된 참가자들에게는 대회 등록 관련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 본문의 링크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자 ID는 e-mail 주소입니다.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Forgot
password 메뉴를 이용하여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칸을 채운 경우 Team 화면에서 이름 옆 Registration complete? 부분에 체크가 됩니다.
Badge Name / Certificate Name (명찰과 상장에 표기될 이름)을 잘못 입력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acmicpc@icpckorea.org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