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한 펜 싱 협 회

대 회 명 2018 6회 대한펜싱협회장배 전국 클럽 동호인 펜싱선수권대회

기    간 2018. 10. 27-28 (2일간) 장    소 SK핸드볼경기장

종    목 초등부1 초등부2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일반부 (엘리트)

남자플러레

1
You-long 

Lin
중국상해펜싱클럽 이태훈 서연펜싱클럽 임도우 서울피지컬아카데미 김호진 서울피지컬펜싱아카데미 최기준 서울펜싱클럽 조석동 최병철펜싱클럽

2 최민준 강남펜싱클럽 이승민 전주우석펜싱클럽 정노아 엑시옴 펜싱 랩 손태현 NLCS 제주 장환준 은호펜싱클럽 윤영진 엔시스펜싱클럽

3 김  필 allezfencing Xi-long Lin 중국상해펜싱클럽 백영웅 송도펜싱클럽 강준호 서울피지컬펜싱아카데미 김홍희 연세대학교펜싱부 박병철 송도펜싱클럽

3 윤건우 최병철펜싱클럽 이선겸 최병철펜싱클럽 이준우 하노이펜싱클럽 송의진 송도펜싱클럽 안동진 서울대학교펜싱부 한예명 서울피지컬아카데미

여자플러레

1 이현영 잠일초등학교 김시연 채드윅국제학교 김한주 채드윅국제학교 전사라 이지펜싱클럽 백현주 서울펜싱클럽 전민지 동명대학교

2 김윤지 신수펜싱아카데미 김유림 송도펜싱클럽 주연하 전주우석펜싱클럽 김현주 부산외국인학교 정선경 노블레스펜싱클럽 임누리 키즈에끌펜싱클럽

3 도지은 엔시스펜싱클럽(용인) 문유채 향남펜싱클럽 박상은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김민지 최병철펜싱클럽 반유정 서울대학교펜싱부 양희자 MDB클럽

3 채주연 프랭섬국제학교 문호정 강남펜싱클럽 한수민 강남펜싱클럽 김카라 이글펜싱클럽 빅토리아파즈 연세대학교펜싱부 - -

남자 에뻬

1 이동호 윤남진펜싱클럽 김도현 향남펜싱클럽 이윤우 로얄펜싱클럽 김용우 부산펜싱아카데미 김대영 연세대학교펜싱부 권오준 윤남진펜싱클럽

2 홍현종 수원시펜싱협회 클럽 한지윤 은호펜싱클럽 권순우 이지펜싱클럽 임현욱 NLCS 제주 정다훈 로얄펜싱클럽 김윤태 엔시스펜싱클럽(용인)

3 권준성 윤남진펜싱클럽 김세윤 로얄펜싱클럽 방현민 NLCS 제주 강민성 NLCS 제주 김정환 안산KCY펜싱클럽 최신영 최병철펜싱클럽

3 정세민 수원시펜싱협회 클럽 최민서 윤남진펜싱클럽 이주현 NLCS 제주 권도형 부산외국인학교 윤형근 로얄펜싱클럽 정민재 울산펜싱동호회

여자 에뻬

1 박지호 진주스포츠클럽펜싱검객 박지현 향남펜싱클럽 오채민 이지펜싱클럽 백서진 충남삼성고등학교 김경연 은호펜싱클럽 김민경 발안펜싱클럽

2 박온유 수원시펜싱협회클럽 김소율 로얄펜싱클럽 안예진 윤남진펜싱클럽 이소정 충남삼성고등학교 이경아 안산KCY펜싱클럽 황진아 발안펜싱클럽

3 고예율 익산위즈펜싱클럽 신지영 향남펜싱클럽 김하은 윤남진펜싱클럽 맹서현 충남삼성고등학교 Pauliina V 연세대학교펜싱부 김현미 발안펜싱클럽

3 지유림 센텀펜싱클럽 양지에 향남펜싱클럽 최은선 CSIS국제학교 조아현 충남삼성고등학교 변진영 로얄펜싱클럽 전신옥 안산KCY펜싱클럽

남자사브르

1 김도언 인천스포츠클럽 안치훈 KIS 제주펜싱클럽
Xiang 

MENG
중국상해펜싱클럽 박인영 리더스펜싱클럽 김희창 일산펜싱클럽 문보현 강남펜싱클럽

2 김건우 일산펜싱클럽 권준휘 강남펜싱클럽 방현진 NLCS 제주 최익준 청심국제고등학교 나윤재 경기대학교 조선혁 대전예미지펜싱클럽

3 김서하 NLCS 제주펜싱클럽 박서진 그랑데펜싱클럽 김승태 안산KCP펜싱클럽 김준호 청심국제고등학교 김범진 대구프라임펜싱클럽 나종학 송도펜싱클럽

3 이준서 대구프라임펜싱클럽 이강호 일산펜싱클럽 손창민 대구프라임펜싱클럽 황연현 청심국제고등학교 김성오 일산펜싱클럽 이성구 대전예미지펜싱클럽

여자사브르

1 김나은 안산시스포츠클럽 Li-Xiao-Man 중국상해펜싱클럽 방현정 NLCS 제주 이다연 강남펜싱클럽 배소연 대구프라임펜싱클럽 - -

2 최지우 안산시스포츠클럽 양소원 대전펜싱클럽 김하민 리더스펜싱클럽 박성주 청심국제고등학교 원영지 경기대학교 - -

3 김채원 서울청원초등학교 김세빈 안산시스포츠클럽 김서윤 일산펜싱클럽 박소민 청심국제고등학교 김희수 경기대학교 - -

3 이민서 대구프라임펜싱클럽 최연후 안산시스포츠클럽 손예진 NLCS 제주 - - 정유진 경기대학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