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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EBSPORT-위치:
1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 당구 스포츠 경기장, 당구 클럽
2 레겐스부르크(독일) – BBV 서비스 거점(BC 1926 레겐스부르크 협회)
3 빈(오스트리아) – 빈 BSK 연합, 당구 클럽
4 힌더브륄(오스트리아) – Andreas Efler 당구 학교
5 슈투트가르트(독일) – BC 1891슈투트가르트 당구 클럽
6 에센(독일) – Martin Horn 당구 아카데미
7 빈(오스트리아) – Wiener 당구 연맹(WBA), Arnim Kahofer
8 부퍼탈(독일) – BSV 부퍼탈, 당구 클럽

9	
청주(한국) – 윌리암 당구 스쿨
10 빈(오스트리아) – 빈 엘리트 당구 클럽
11	
생모르데포세(프랑스) – 당구 아카데미 제레미 뷰리
12 베를린(독일) – B.C. 국제 당구 클럽
13 주텐달(벨기에) – Maaslandse Biljart 아카데미, 당구 클럽
14 볼차노(이탈리아) – 마르코 자네티
15 취리히(스위스) – 취리히 당구 클럽
16 에를랑겐(독일) – ATSV 에를랑겐 당구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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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이 즐길 수 있는 당구 경기 - MYWEBSPORT 소프트웨어
MYWEBSPORT의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접속하여 경기하고, 트레이닝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시 연속 득점이 끝나면, 카메라가 공의 위치를 인식하고 재빨리 그것을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시스템은 해당 데이터를 상대방의 컴퓨터에 보냅니다. 상대방(트레이닝 파트
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공을 배치하면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MYWEBSPORT - 혁명적이고 새로운 기회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마틴
의 아카데미에서 마이웹
스포트로 훈련을 많이 했
습니다. 윌리암 당구스쿨
에 곧 설치될 생각을 하니
기대가 아주 큽니다. 다시
이것으로 훈련을 해서 세
계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
을 거두고 싶습니다."

김행직

월드 쥬니어 챔피언십
3회 우승

➜ 경기 반복
모든 게임, 심지어 클럽 내부 경기까지 전부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어려운 경기
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불러와 분석하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 까다로운 배치에 대한 논의
특히 까다로운 배치의 경우 버튼을 눌러 저장할 수 있으며 그러면 전체 당구 컴뮤니티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을 수가 있습니다.
➜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만남
물론 당구계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부터 어려운 배치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르코 자
네티와 그의 동료들이라면 이공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 토너먼트 진행
MYWEBSPORT와 함께라면 토너먼트는 더이상 한 자리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상으로 만나지만, 당구 경기만은 현실 못지않습니다. 토너먼트 배치 역시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MYWEBSPORT 클럽에 등록했다면, 직접 전 세계적인 토너먼트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클럽 예산 확대에 도움을 줍니다.
➜ 트레이닝
여기 MYWEBSPORT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1,500개가 넘는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해결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이저로 간단하
게 당구대 위에 영사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수준의 경기
MYWEBSPORT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의 경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과 겨
루며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MYWEBSPORT는 당구
계에 완전히 새로운 지평
선을 열었습니다. 스포츠
와 하나의 혁신적인 즐거
움을 주는 서비스 분야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arco Zanetti

월드 챔피언십 우승 2회

➜ 트레이너 예약
세계 최고의 선수 중 상당수가 우리의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MYWEBSPORT를 통해
정말 간단히 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수와 트레이너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
행 경비를 쓸 필요도 없고, 여행으로 지칠 필요도 없습니다. 트레이너와 선수는 각자 집에서 수업
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기회가 보장됩니다.
➜ 실시간 트레이닝
세계 최고의 선수 또는 트레이너가 정기적으로 실시간 트레이닝을 시행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와
해결책을 보여주고 설명도 해줍니다. MYWEBSPORT에 접속한 회원은 이 트레이닝을 관찰하고
곧바로 따라서 공을 쳐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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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이 즐길 수 있는 당구 경기 - MYWEBSPORT 하드웨어
전체 MYWEBSPORT 시스템은 특수 카메라와 정밀 레이저가 내장된 스테인리스 박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함께 제공된 컴
퓨터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는 터치스크린과 다기능 리모컨을 통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캠,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 대형 평면TV 및 마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MYWEBSPORT 구성요소
➜ 스테인리스 박스
테이블 바로 위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박스 내부
에는 고 해상도의 특수 카메라 및 정밀 레이저
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며,
mm(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당구 테이블 위
공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 단말기
컴퓨터와 스크린 역시 고급 스테
인리스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모
든 기능은 터치스크린으로 간단
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원격제어
다기능 리모컨은 MYWEBSPORT의 핵심 기술
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카메라 해상도, 레이저 활성화, 컴퓨터
로 데이터 전송, 터치스크린 조작 등이 모두 가
능합니다. 또한, 리모컨으로 공의 위치 역시 정
확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내장된 탬플릿
은 간단하게 레이저 교차점에 정렬되도
록 합니다.
➜ 웹캠과 평면TV
웹캠, 대형 평면TV 및 인터넷으로 서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과 같
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헤드셋
무선 헤드셋을 통해 선수들은 선수끼리 또는 트레
이너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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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EBSPORT: 구매 또는 임대
MYWEBSPORT 시스템은 즉시 사용 가능하며, 등록을 마친 선수라면 누구나 MYWEBSPOR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WEBSPORT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
다. 등록은 www.mywebsport.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MYWEBSPORT 가입자는 자동적
으로 세계 MYWEBSPORT 협회(MWA)의 회원이 됩니다.
MYWEBSPORT를 구입하고 설치하기를 원하는 클럽은 매달 50유로의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
니다. 이 비용에는 모든 업데이트와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YWEBSPORT 클럽에 필요한
단 한가지 조건은 인터넷 연결입니다.
"MYWEBSPORT와 함께
트레이닝을 한 후로, 저는
제 경기의 취약점과 더 구
체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
었습니다. 트레이닝은 여
러 방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저에
게 전 세계 선수들을 가르
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여
행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
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Andreas Efler

월드팀 챔피언십 준우
승 및 당구책 작가겸
MYWEBSPORT 트레이너

MYWEBSPORT는 구입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정보
현재 임대 서비스 가격 리스트와 함께 모든 관련 정보는 www.mywebsport.com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MYWEBSPORT
Jimmy Riml
Schlerngasse 1b
6020 Innsbruck, Austria

www.mywebsport.com
info@mywebsport.com
0043 / (0)664 / 3454157

wwww.efler-billard.com
기준년도: 11/2014

"MYWEBSPORT는 제가 당구를 연습하
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
다. 이제 제 경기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며, 향상될 것입니다. 수많은
기능이 경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
록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진정으로 당구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
다면, 저는 기꺼이 MYWEBSPORT를 추
천하고 싶습니다."

Arnim Kahofer

유럽 챔피언 2회, 오스트리아 챔피언 54
회, MYWEBSPORT 트레이너
www.arnim-kahofer.com

"자세한 게임 및 경기 분석은 지금까지
TV에서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도 축구 경기에 국한된 것으로 생
각했습니다. 그런데 MYWEBSPORT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더군요. 당구에서
도 말입니다! 저는 자신의 경기를 끊임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 혁명적인 방
법에 매료되었습니다!!"

Martin Horn

여러 번의 세계 및 유럽 챔피언, 월
드컵 우승자이자 독일 챔피언,
MYWEBSPORT 트레이너
www.martin-hor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