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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개인, 동호회, 협회 관계자 누구나! 

  WHEN?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WHERE? 장소의 제약없이 어디서든지! 

CUESCO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Scoring System입니다. 

 
당구를 사랑하는 모든 당구人들을 위한 서비스 

지금 바로 CUESCO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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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Http://www.cuesco.co.kr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모든 당구人을 위한 가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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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스코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메인 페이지” 화면에서 큐스코에 가입한 회원들의 전체 랭킹과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 대회 리스트 및 공지사항 메뉴가 보여집니다.   

01 

메인 페이지(로그인 전) 

1-1. 전체랭킹  
      : 큐스코에 회원가입 한 회원들의 게임결과를 기준으로 랭킹을 
       제공합니다. 

1-2. 참가신청 가능 대회 및 공지사항  
      : 외부에서 진행하는 대회 중, 큐스코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 
       대회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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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소속된 클럽의 대회 누적 랭킹이 보여집니다.  02 

메인 페이지(로그인 후) 

1-1. 대회 랭킹 
      : 좌측은 대회 리스트입니다. 
      : 우측은 대회 참가한 회원들의 랭킹이며 랭킹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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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메뉴는 큐스코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 메뉴입니다. 01 

상단메뉴 (회원가입) 

개인회원 가입/ 클럽가입으로 나누어 집니다. 
 
1) 클럽가입  
      : 클럽장의 경우 클럽가입을 선택합니다. 
      : 클럽의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 현재 운영중인 클럽의 카페 사이트나 기본적인 정보 검토 후 승인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원 가입 
      : 클럽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클럽 선택을 하지 않고 가입합니다. 
      : 클럽에 소속된 회원은 소속클럽을 선택한 후 가입합니다. 
        단,  클럽장의 승인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 소속클럽이 보이지 않는 경우 클럽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클럽장에게 큐스코 가입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02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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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소개’ 메뉴는 큐스코를 이용하고 있는 클럽을 소개하는 메뉴입니다. 01 

상단메뉴 (클럽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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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관리자 메뉴) 

‘회원관리’ 메뉴는 소속클럽 회원들의 정보를 조회/관리합니다. (단, 클럽장 또는 관리자에게만 제공) 01 

3 

정보수정 
 
: 회원 기본정보(핸디. 닉네임. 핸드폰 정보등)를 수정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페이지 참고)  

1 

2 

활동여부 수정 
 
: 승인된 회원 중에 활동여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미활동으로 변경된 회원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1 

클럽 내 그룹관리 가능 
 
: 클럽 내 그룹으로 등록된 내용이 노출됩니다. 

3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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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관리자 메뉴) 

지정된 회원의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02 

정보수정 
 
: 회원 기본정보(핸디. 닉네임. 핸드폰 정보등)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회원의 비밀번호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1 

1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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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승인대기회원관리- 관리자메뉴) 

‘승인대기회원관리’ 메뉴는 소속클럽회원인지 승인해주는 메뉴입니다. 01 

1 

승인할 회원을 체크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클럽소속으로의 활동이 승인됩니다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만 승인하시면 됩니다.) 
(구장 장비에서 회원가입을 한 경우는 승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1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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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관리 (정보관리) 

‘정보관리’ 메뉴는 소속클럽의 정보를 수정하는 메뉴입니다. 01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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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관리 (테이블관리) 

‘테이블관리’ 메뉴는 소속클럽에서 사용중인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하는 메뉴입니다. 01 

1 

등록된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1 

테이블의 구분을 수정합니다. (체크박스 선택, 중대/대대 구분을 선택한 후 버튼 클릭) 
: 게임진행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테이블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게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2 3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3 

http://www.cuesco.co.kr/


Website ? ! 
… 

ABC 

http://www.cuesco.co.kr 

14 

클럽관리 (대회관리) 

‘대회관리’ 메뉴는 대회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01 

대회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1) 경기구분은 조별리그+토너먼트 , 토너먼트, 풀리그, 여성토너먼트로 구성됩니다. 
2) 이닝당 제한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게임진행 시 시간제한이 적용됩니다. 
3) 단체전 진행의 경우 단체전여부와 단체전 팀 인원수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4) 추가핸디는 같은 클럽에서 진행된 대회 중 같은 경기구분으로 펼쳐진 경기에서 우승을 한 
     선수에게 부여된 핸디를 적용하느냐의 여부입니다.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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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관리 (대회관리) 

경기구분에 따라 추가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02 

1 

대회 종료 후 입상자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설정합니다. 1 

2 

이닝제한을 하고자 할 때 입력합니다. (ex. 30  입력시 30이닝이 되면 자동 게임저장을 묻게됩니다.) 2 

3 

조별 리그 시 편성될 그룹 수를 설정합니다. (ex. 4개조 이면 4 입력) 3 

4 

핸디 적용 % 설정합니다. (100% 핸디, 90%핸디, 80%핸디 등 선택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4 

5 

교류전을 체크하면 참가 가능한 클럽리스트가 보입니다. 해당 클럽리스트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5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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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관리 (대회관리) 

조별 리그시에 사용됩니다.. 03 

1 

참가 선수가 나열되며 위 화면과 같이 선수를 선택 후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동, 아래 그룹 
으로 이동시킵니다. 

1 

2 

그룹편성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편성을 마무리 합니다. 2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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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관리 (대회관리) 

토너먼트 대회의 경우 대진을 편성합니다. 03 

1 

선수의 이름을 입력 후 (일부 이름만 입력해도 됩니다.) 1초 기다리시면 관련된 선수의 이름이 
검색됩니다. 

1 

2 

검색된 선수 중 해당되는 선수를 찾아 클릭하면 셋 팅됩니다. 
(선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1111을 입력하시고 하단에 나타나는 선수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2 

대진 편성이 완료되었으면 [대진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완료합니다. 3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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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관리 (대회진행) 

토너먼트 대회의 경우 대회 진행을 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01 

1 

진행될 테이블의 번호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큐스코 어플 또는 웹사이트 대회에서 해당 테이블에 선택된 선수가 셋팅 되어 있어 
  게임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토너먼트의 경우 대회 진행에서 테이블을 셋팅해 주어야만 어플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플에서는 [메뉴]-> [관전 / 진행] 에서 진행합니다. (게임시작이 아닙니다. ^^) 

1 

2 

진행된 게임의 경우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토너먼트의 승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진행전인 게임의 경우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토너먼트의 승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http://www.cue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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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lways, 

Thank You 

  CUESCO Website 

자세한 문의는 master@cuesco.co.kr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http://www.cues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