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엘리트부
에뻬 사브르 에뻬 사브르(취소) 에뻬 사브르 에뻬 사브르 에뻬 사브르(취소) 에뻬

7:30
8:30
9:00 예선(1-8) 예선(1-2)

10:00 예선(1) 예선(1) 예선(1-4) 예선(1) 예선(1-2)

11:00 4강 · 결승 4강 · 결승 예선(1) 64강(12) 16강(4) 16강(2)

12:00 4강 · 결승 32강(4) 8강(3) 8강(4) 예선(1)

13:00 32강(16) 8강(4) 4강 · 결승 8강(1)

13:40 16강(8) 4강 · 결승 4강 · 결승

14:20 16강(8) 4강 · 결승

15:20 8강(4) 8강(4)

16:00 4강 · 결승 4강 · 결승

※ 상기 경기일정 및 참가인원 등은 경기당일 참가자 최종 및 경기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대회 참가선수들은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항상 안내방송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엘리트부

  2022 생활체육(클럽, 동호인)전국펜싱대회 경기일정 (고등부/일반부/엘리트부 에뻬·사브르)
경기장소: 홍천종합체육관

종 별 남자 고등부 여자 고등부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

※ 금일 장비검사는 07:30부터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게 장비검사 및 선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 목

8월15일(월)

선수 확인 및 장비검사(09:00 경기 해당선수 우선 순) / 남일 에뻬, 남일 사브르 순
대표자회의 및 심판회의(홍천종합체육관)

※ 참가자가 3명 미만일 경우 해당 종목 경기는 취소됩니다.



남자 고등부 여자 고등부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 남자 엘리트부

7:30
8:30
9:00 예선(1-8)

10:00 예선(9-10) 예선(1-6)

11:00 64강(24)

12:00 예선(2) 32강(16)

13:00 8강(2) 예선(1) 32강(16)

14:00 4강 · 결승 16강(8) 예선(1)

14:40 4강 · 결승 16강(8) 4강 · 결승

15:20 8강(4) 8강(4)

16:00 4강 · 결승 4강 · 결승

※ 상기 경기일정 및 참가인원 등은 경기당일 참가자 최종 및 경기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대회 참가선수들은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항상 안내방송을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별
종 목 플 러 레

    2022 생활체육(클럽, 동호인)전국펜싱대회 경기일정 (고등부/일반부/엘리트부 플러레)
경기장소: 홍천군국민체육센터

8월15일(월)

선수 확인 및 장비검사(09:00 경기 해당선수 우선 순) / 남자 일반부 순

대표자회의 및 심판회의(홍천군 국민체육센터)

※ 참가자가 3명 미만일 경우 해당 종목 경기는 취소됩니다.

※ 금일 장비검사는 07:30부터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게 장비검사 및 선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