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BA 3x3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 절차 안내

모든 선수들은 FIBA 3x3 사이트(https://play.fiba3x3.com/)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여야만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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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수 등록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선수 등록이 되어있어야 출전 자격이 주어짐.

1. 회원가입

https://play.fiba3x3.com/ 에 접속한다.

① SIGN UP! 을 클릭한다.

① 클릭

https://play.fiba3x3.com/


Ⅰ. 선수 등록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선수 등록이 되어있어야 출전 자격이 주어짐.

1. 회원가입

② Gender(성별)을 선택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남성 Male
여성 Female

• 생년월일 입력 시 맨 뒤의 Year부터
Month, Day 순으로 입력한다.

③ SIGN UP TO FIBA 3X3 클릭

② 정보입력(성별/일/월/년)

③ 클릭



Ⅰ. 선수 등록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선수 등록이 되어있어야 출전 자격이 주어짐.

1. 회원가입

④ 생년월일 입력 후 아래에 뜨는 란에
영어로 정보를 입력한다.

* First name (이름), Last name(성),
Nationality(국적), Hometown(도시),
Email(이메일), Phone number(연락처),
Password(비밀번호)

* 국적은 ‘South Korea’를 선택하고,
거주하는 도시를 입력하면 된다.

⑤ 아래 흰색 체크박스를 체크(정책 동의)

⑥ SIGN UP TO FIBA 3X3 를 클릭한다.

④ 정보입력

⑤ 흰색 박스 체크

⑥ 클릭

이름 성

국적 도시

메일 연락처

비밀번호



Ⅰ. 선수 등록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선수 등록이 되어있어야 출전 자격이 주어짐.

1. 회원가입

⑦ 회원가입 완료 화면.
Continue registration 클릭

⑧ 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로
계정 확인 메일이 전송된다.

• 일정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 메일이 오랫동안 도착하지 않

을 시 다시 시도

⑦ 클릭

⑧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로 계정 확인 메일이 전송된다.



Ⅰ. 선수 등록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선수 등록이 되어있어야 출전 자격이 주어짐.

1. 회원가입

⑨ 메일 제목은
‘Please verify the email of your 
FIBA 3x3 profile’ 

⑩ 접속 후
CLICK HERE TO VERIFY MY 
EMAIL ADDRESS 클릭

⑨ 회원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의 메일함 확인

⑩ 클릭



Ⅰ. 선수 등록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선수 등록이 되어있어야 출전 자격이 주어짐.

1. 회원가입

⑪ 이 창이 뜨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FIBA 3X3 사이트에 선수로 등록되어
대회 출전이 가능해짐.

회원가입 단계 끝.



Ⅱ. 참가팀 등록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모든 팀원들의 회원가입 후 팀 대표가 신청

1. 대회 찾기

① 팀대표가 사이트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EVENTS’ 클릭

① 클릭



Ⅱ. 참가팀 등록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모든 팀원들의 회원가입 후 팀 대표가 신청

1. 대회 찾기

② 검색창에
‘KOREA’ 입력 후 검색

② KOREA 입력 후 엔터



Ⅱ. 참가팀 등록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모든 팀원들의 회원가입 후 팀 대표가 신청

1. 대회 찾기

③ 출전하고자 하는 대회 클릭

* ’REGISTRATION OPEN’ 이
되어 있는 대회만 등록 가능

③ 대회명 확인 후 클릭



Ⅱ. 참가팀 등록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모든 팀원들의 회원가입 후 팀 대표가 신청

2. 대회 참가신청하기

④ REGISTER TEAM 
(팀등록하기) 클릭

⑤ 출전 종별 옆의
Register team 클릭



Ⅱ. 참가팀 등록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모든 팀원들의 회원가입 후 팀 대표가 신청

2. 대회 참가신청하기

⑥ 클릭

⑦ 팀정보입력
팀 이름
대표자 이메일
대표자 연락처

⑧ CONTINUE REGISTRTATION 클릭



Ⅱ. 참가팀 등록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모든 팀원들의 회원가입 후 팀 대표가 신청

2. 대회 참가신청하기

⑨ 등록 시 입력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전송됨

⑩ 팀 등록시 입력한 이메일의 메일함 확인

⑪ 자신이 등록한 대회가 맞는지,
종별, 팀명 등 확인한 후 클릭



Ⅱ. 참가팀 등록
3. 팀원 등록하기

① ADD PLAYER(선수추가) 클릭 ② 팀원 이름 검색
•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메일로

계정을 확인한 팀원만 검색 가능

③ 팀원 선택 후 SEND INVITATION 클릭
• 국가, 도시 확인 후 올바른 팀원 선택

④ 등록완료.

같은 방식으로 4명
모두 등록하면 신청 완료.



Ⅱ. 참가팀 등록

4. 등록 확인하기

⑤ CATEGORIES → 등록 종별 선택 후 TEAMS 클릭
팀이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기

• 등록 요청을 보낸 팀원들이
승인을 해야 팀 명단에
나타나게 된다.
(승인방법 p.17 참고)

팀 참가등록
과정 끝.



Ⅲ. 팀원의 승인

팀 리더가 팀원을 등록하면, 해당 팀원이 승인을 해야 팀 로스터에 등록된다.

① 리더가 등록한 팀원에게는 회원가입시 입력한 이메일로
이와 같은 확인 메일이 전송된다.

② 대회 내용 확인 후 클릭

③ ACCEPT를 클릭하면
승인된다.



Ⅳ. 팀정보 수정 또는 참가 취소

팀원 변경이나 참가 취소는 팀 리더가 할 수 있다.

② 자신의 팀 클릭

③ Click here 클릭

① CATEGORIES → 참가신청한 종별 선택 → TEAMS



Ⅳ. 팀정보 수정 또는 참가 취소

팀원 변경이나 참가 취소는 팀 리더가 할 수 있다.

④ 등록시에 입력했던
이메일주소 입력

⑥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전송됨

⑦ ‘the link’ 클릭

• 팀원 등록 방식과 마찬가지로 팀원 수정 가능
(팀 리더 등록-팀원 승인-로스터 확인)

* 아래 CANCEL TEAM PARTICIPATION 
클릭 시 팀 참가 취소 가능

⑤ SEND LINK 클릭

⑧ 나오는 페이지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