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진행시간계획표

일자 시간 코트A 코트B 코트C

11.4

수( )

09:00 배정 연습 시간

13:00 1 남일쿼드1 대구광역시청 경북도청: 2 남일쿼드2 고양시청 강원세팍협회: 3 남일쿼드3 부산환경공단 서울시체육회: 

14:00 4 남대쿼드1 대구과학대 경희대: 5 여일쿼드1 충북보건과학대 전북체육회: 6 여일쿼드2 부산환경공단 대전광역시청: 

15:00

16:00 7 남일쿼드4 청주시청 남일쿼드 승: 1 8 남일쿼드5 남일쿼드 승 남일쿼드 승2 : 3

17:00 9 남대쿼드2 남대쿼드결승 10 여일쿼드3 인천시체육회 여일쿼드 승: 1 11 여일쿼드4 여일쿼드 승 경북도청2 : 

11.5

목( )

09:00 배정 연습 시간

13:00 12 남일쿼드6 남일쿼드결승 13 여일쿼드5 여일쿼드결승

14:00 14 남대레구1 동신대 대구과학대: 

15:00 15 남대레구2 목원대 경희대: 

16:00 16 남일레구A1 경북도청 대구광역시청: 17 남일레구B1 서울시체육회 청주시청: 18 남일레구B2 부산환경공단 강원세팍협회: 

17:00 19 여일레구A1 인천시체육회 전북체육회: 20 여일레구B1 충북보건과학대 대전광역시청: 

11.6

금( )

09:00 배정 연습 시간

13:00 21 남일레구A2 고양시청 대구광역시청: 22 남일레구B3 서울시체육회 강원세팍협회: 23 남일레구B4 부산환경공단 청주시청: 

14:00 24 여일레구A2 부산환경공단 전북체육회: 25 여일레구B2 경북도청 대전광역시청: 26 남대레구3 동신대 경희대: 

15:00 27 남대레구4 목원대 대구과학대: 

16:00 28 남일레구A3 고양시청 경북도청: 29 남일레구B5 서울시체육회 부산환경공단: 30 남일레구B6 강원세팍협회 청주시청: 

17:00 31 여일레구A3 부산환경공단 인천시체육회: 32 여일레구B3 경북도청 충북보건과학대: 

11.7

토( )

09:00 33 남고쿼드1 김천중앙고 세종하이텍고: 34 남고더블1 성수공고 삽교고: 35 여고더블1 서천여고 순천전자고: 

10:00 36 여고쿼드1 선화여고 창문여고: 37 남대레구5 동신대 목원대: 38 남대레구6 경희대 대구과학대: 

11:00 39 남일레구본1 남일레구 조 위 남일레구 조 위A 1 : B 2 40 남일레구본2 남일레구 조 위 남일레구 조 위B 1 : A 2 41 여일레구본1 여일레구 조 위 여일레구 조 위A 1 : B 2

12:00 42 여일레구본2 여일레구 조 위 여일레구 조 위B 1 : A 2 43 남고쿼드2 남고쿼드결승 44 남고더블2 남고더블결승

13:00 45 여고쿼드1 여고쿼드결승 46 여고더블2 여고더블결승 47 남중더블1 율곡중 대흥중: 

14:00 48 남중더블2 횡성중 횡성중A : B

15:00 49 남고레구1 삽교고 성수공고: 50 남고레구2 김천중앙고 세종하이텍고: 51 여중더블1 여중더블결승

16:00 52 여고레구1 순천전자고 한림디자인고: 53 여고레구2 창문여고 횡성여고: 54 남중더블3 남중더블결승

11.8

일( )

09:00 55 남고레구3 저동고 남고레구 승: 1 56 남고레구4 남고레구 승 풍무고2 : 57 여고레구3 서천여고 여고레구 승: 1

10:00 58 여고레구4 여고레구 승 선화여고2 : 59 남중레구1 남중레구결승

11:00 60 여일레구본3 여일레구결승

12:00 61 남일레구본3 남일레구결승

13:00 62 남고레구5 남고레구결승 63 여고레구5 여고레구결승

 경기시간 및 코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계 예정 ISPORTS 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