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2020.06.22

월별 사  업  명 기간 개최 장소 참가 대상 주최 / 주관 

1월

2020 대한펜싱협회 지도자 강습회 2020.1.4.-5 천안상록리조트 전국 지도자 등 대한펜싱협회

2020 국가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2020.1.6.-12.20 세계 4개 대륙 24개최국 국가대표 외 대한체육회
대한펜싱협회

2020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2020.1.11.-12 강원 / 양구청춘체육관 중등. 고등부 대한펜싱협회

2020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2020.1.19.-2.7 전남 / 해남 우슬체육관 고등. 대학. 
일반부

대한체육회
대한펜싱협회

7월

제58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고등부만) 2020.7.13.-15
강원 / 양구문화체육관
       양구청춘체육관 고등부 대한펜싱협회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2020.7.17.-22 경북 / 김천실내체육관 중등. 고등부 한국중고펜싱연맹

2020 펜싱 청소년대표선수(비인기종목) 합숙훈련 2020.7.23.-8.11
(20일)

전남 / 해남군 동백체육관, 
우슬펜싱체육관 중등부, 고등부 대한체육회

대한펜싱협회

2020 펜싱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 2020.7.25.-8.8
(15일) 전북 / 익산 실내체육관 중등부 대한체육회 

대한펜싱협회

8월

제32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2020.8.1.~6 경북 / 김천실내체육관 중등. 고등부 한국중고펜싱연맹

2020 생활체육(클럽·동호인) 전국펜싱대회 2020.8.8.-9 강원 / 홍천종합체육관 클럽, 동호인 대한펜싱협회

제60회 대통령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2020.8.10.-14 강원 / 홍천종합체육관 고등. 대학. 
일반부 대한펜싱협회

제58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초, 중, 대, 일반부) 2020.8.17.-21
강원 / 양구문화체육관
       양구청춘체육관

초등.중등.대학
일반부 대한펜싱협회

2020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2020.8.23.-26 전북 / 익산실내체육관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대한펜싱협회

9월

2020 FILA배 전국생활체육 동호인‧클럽펜싱선수권대회 2020.9.5.-6 미정 클럽, 동호인 대한펜싱협회

제25회 김창환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2020.9.7.-11 미정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대한펜싱협회

2020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2020.9.13.-10.2
(20일) 전북 / 익산실내체육관 고등. 대학. 

일반부
대한체육회
대한펜싱협회

2020년도 대한펜싱협회 사업 계획(案)



월별 사  업  명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 대상 주최 / 주관 

10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2020.10.8.-12 경북 / 구미시 고등부. 일반부 대한체육회
대한펜싱협회

2020아시아펜싱연맹 집행위원회 회의(12)/총회(13) 2020.10.13 대만 / 타이베이 회의대표 아시아펜싱연맹

제17회 한국중고펜싱연맹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2020.10.30.-11.4 강원 / 양구문화체육관
       양구청춘체육관 중등. 고등부 한국중고펜싱연맹

11월

2020 제8회 대한펜싱협회장배 전국남‧녀클럽.동호인
      펜싱선수권대회 2020.11.21.-22 서울 / 올림픽공원펜싱장

클럽, 동호인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대한펜싱협회

2020 국제펜싱연맹 총회 2020.11.28. 러시아 / 모스크바 회의대표 국제펜싱연맹

12월 2020 펜싱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2020.12.16.-30
(15일) 전남 / 장성군 홍길동체육관 중등부 대한체육회

대한펜싱협회

미정

2020 대한펜싱협회 지도자 연수교육 및 자격증 발급시험 미정 미정 전국 지도자 대한펜싱협회

2020 대한펜싱협회 강습회 및 심판 시험 미정 미정 전국 지도자 대한펜싱협회

제49회 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연기 전남 / 해남우슬체육관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대한펜싱협회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연기 서울특별시 일원 중등부 대한체육회
대한펜싱협회

2020 아시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취소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청소년. 유소년 
대표선수 아시아펜싱연맹

2020 23세 이하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취소 대만 / 타이베이 23세이하 
대표선수

아시아펜싱연맹
대만펜싱협회

2020 세계유소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 연기 미국 / 솔트레이크시티 청소년. 유소년 
대표선수

국제펜싱연맹
미국펜싱연맹

2020 올림픽 지역예선 (2021년 초 예정) 취소 미정 국가대표 선수 외 아시아펜싱연맹

2020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2021년 초 예정) 취소 미정 국가대표선수 외 아시아펜싱연맹
대한펜싱협회

2020 SK telecom 남‧녀 사브르 국제그랑프리 
      펜싱선수권대회 연기 한국 / 올림픽공원 펜싱장 국가대표 선수 외 국제펜싱연맹

대한펜싱협회

2020 펜싱 클럽 코리아 오픈대회 연기 강원 / 양구청춘체육관 클럽, 동호인 대한펜싱협회

2020 전국남,녀종목별오픈(플러레, 에뻬, 사브르) 펜싱 
      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연기 강원 / 양구문화체육관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대한펜싱협회

제22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연기 경기 / 화성펜싱전용경기장 일반부 한국실업펜싱연맹

※ 미확정된 일정 및 장소, 그리고 전국규모연맹체 대회는 각 연맹에서 확정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 2020 일본 도쿄 올림픽대회는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 상기 사업 일정 및 장소는 개최지 협의 및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최대한 빠르게 확정 공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