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Q&A
1. IPIN 멤버십을 보유하기 위한 최소 나이 규정이 있나요?
Junior Tournament : 선수가 최소 12세 11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Professional Tournament : 선수가 최소 13세 11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Senior Tournament : 선수가 최소 35세가 지나야 합니다.
Wheel Chair Tournament : 선수가 12세 11개월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12세가 되지 않았으면 ITF WheelChair 부서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제 IPIN계정은 언제 만료되나요?
IPIN 계정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계정은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IPIN 계정을 2019년 9월 30일부터 가지고 있
었다면 계정은 등록된 날짜부터 52주까지 유효합니다. 선수가 미리 대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IPIN 계정 만료 2달 전부터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IPIN 계정은 유료인가요?
네, ITF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유효한 IPIN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IPIN 계정을 만들 때 정확한 서킷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IN 등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ITF 월드테니스 투어(프로) : 65USD
ITF 월드테니스 투어(주니어) : 40USD
UNIQLO WheelChair 테니스 투어 : 10USD
ITF 시니어 : 25USD (1월~10월31일까지)*
**11월 1일부터 시니어 선수는 정기적인 IPIN 멤버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선수들은 각 대회 출전 시 ITF 등록비를 대회 참가비 납부 시 지불해야 합
니다.
하지만 2019년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ITF 시니어 IPIN비 25USD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선수가 ITF World Tennis TOUR (프로) IPIN에 등록했다면 자동적으로 선수는 주니어/시니어 멤버십을 받지는 못합니다. 등록 시 필히 원하는 멤버십을
모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IPIN 계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결제 후 등록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가입 시 등록한 메일주소로 IPIN 멤버십 번호가 발송됩니다.
5.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멤버십에서 주니어, 시니어, 프로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나요?
IPIN 로그인 ㅡ> 'My Profile' 클릭 ㅡ> 'Circuit' 클릭 ㅡ> 추가하고 싶은 서킷 선택.
기존에 주니어, 시니어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고 프로 멤버십을 추가로 하고 싶으시면 차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가 시니어
또는 주니어 멤버십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결제 필요 없이 멤버십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6. IPIN 등록된 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IPIN 로그인 ㅡ> 'My Profile' 클릭 ㅡ> 'Personal Details' 클릭 ㅡ> 이메일 주소에 ‘Edit' 클릭 후 수정 ㅡ> ’Save Changes' 클릭
7. 만약 IPIN 계정과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서킷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해당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ITF World Tennis Tour IPIN 질문 :

Ipin@tennis.com

ITF World Tennis Tour : mens@ifttennis.com , womens@itftennis.com
ITF World Tennis Tour Junior IPIN 질문 : ipinjuniors@itftennis.com
ITF World Tennis Tour Junior : juniors@itftennis.com

Senior Circuit & Senior Circult IPIN 질문 : seniors@itftennis.com

8. 대회 신청과 철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프로, 주니어, 시니어 선수
대회 신청 : ‘Tournament Calendar' 클릭 ㅡ> 신청하는 대회 찾은 후 ’Enter' 클릭
철회 신청 : 신청한 대회를 확인할 수 있는 'Dashboard' 클릭 후 철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