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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경기장 20:00 개회식 22:45 폐회식

10:00 - 12:00 ** 10:00 - 12:00 ** 10:00 - 12:00 ** 10:00 - 12:30 ** 10:00 - 12:30 ** 10:00 - 12:30 ** 10:00 - 12:30 ** 10:00 - 13:45 ** 10:00 - 12:45 ** 10:00 - 12:45 ** 10:00 - 13:00 ** 10:00 - 12:45 ** 10:00 - 12:45 ** 10:00 - 13:00 ** 10:00 - 12:30 **

여자 200m 개인혼영 여자 100m 배영 남자 50m 평영 여자 50m 배영 여자 100m 자유형 남자 100m 접영 여자 50m 자유형 남자 400m 개인혼영

남자 400m 자유형 남자 100m 배영 여자 200m 자유형 남자 100m 자유형 남자 200m 배영 여자 200m 배영 남자 50m 배영 여자 400m 개인혼영

여자 100m 접영 여자 100m 평영 남자 200m 접영 남자 200m 개인혼영 여자 200m 평영 남자 50m 자유형 여자 50m 평영 남자 4x100m 혼계영

11:00 - 14:00 ** 13:00 - 14:30 13:00 - 14:45 ** 남자 50m 접영 남자 200m 자유형 남자 800m 자유형 여자 200m 접영 남자 200m 평영 여자 50m 접영 혼성 4x100m 계영 여자 4x100m 혼계영

여자 400m 자유형 여자 1500m 자유형 혼성 4x100m 혼계영 여자 4x200m 계영 남자 4x200m 계영 남자 1500m 자유형

남자 100m 평영 여자 800m 자유형

여자 4x100m 계영

남자 4x100m 계영

15:30 - 18:00 ** 15:30 - 16:45 15:30 - 17:00 15:30 - 16:45 15:30 - 16:30 15:30 - 17:00 15:30 - 17:00 15:30 - 17:00 15:30 - 17:00

20:00 - 22:15 20:00 - 22:00 20:00 - 22:20 20:00 - 22:40 20:00 - 22:30 20:00 - 22:20 20:00 - 22:40 20:00 - 22:40

남자 400m 자유형 남자 100m 평영 남자 200m 자유형 남자 800m 자유형 여자 200m 접영 여자 100m 자유형 여자 50m 접영 남자 50m 배영

여자 100m 접영 여자 100m 접영 여자 1500m 자유형 여자 200m 자유형 여자 100m 자유형 남자 100m 접영 남자 50m 자유형 여자 50m 평영

남자 50m 접영 남자 100m 배영 남자 50m 평영 남자 100m 자유형 남자 100m 자유형 여자 200m 배영 여자 50m 자유형 남자 1500m 자유형

여자 400m 자유형 여자 100m 평영 여자 100m 배영 여자 50m 배영 여자 50m 배영 남자 50m 자유형 여자 50m 평영 여자 50m 자유형

남자 100m 평영 남자 50m 접영 남자 100m 배영 남자 200m 접영 남자 200m 평영 여자 200m 평영 남자 100m 접영 남자 400m 개인혼영

20:45 - 22:15 20:45 - 22:15 20:45 - 22:15 20:45 - 22:15 20:45 - 22:15 20:45 - 22:15 20:45 - 22:15 20:45 - 22:15 여자 200m 개인혼영 여자 100m 배영 여자 200m 자유형 남자 50m 평영 남자 200m 개인혼영 남자 200m 배영 여자 200m 배영 여자 400m 개인혼영

남자 4x100m 계영 남자 200m 자유형 남자 200m 접영 여자 200m 접영 여자 200m 평영 여자 50m 접영 남자 50m 배영 남자 4x100m 혼계영

여자 4x100m 계영 여자 200m 개인혼영 여자 100m 평영 남자 200m 개인혼영 남자 200m 배영 남자 200m 평영 여자 800m 자유형 여자 4x100m 혼계영

혼성 4x100m 혼계영 여자 4X200m 계영 남자 4X200m 계영 혼성 4X100m 계영

11:00 - 13:30 ** 11:00 - 12:30 * 11:00 - 14:30  ** 11:00 - 14:30 ** 11:00 - 14:30 ** 11:00 - 14:00 ** 11:00 - 13:00 ** 11:00 - 12:00 *

혼성 듀엣 테크니컬 혼성 듀엣 프리

16:00 - 19:00 **

17:00 - 18:30 17:00 - 18:30

혼성 듀엣 테크니컬 혼성 듀엣 프리

19:00 - 20:30 19:00 - 20:30 19:00 - 20:00 ** 19:00 - 20:00 19:00 - 20:30 19:00 - 20:30 19:00 - 20:30 19:00 - 20:30

솔로 테크니컬 듀엣 테크니컬 하이라이트 루틴 팀 테크니컬 솔로 프리 듀엣 프리 팀 프리 프리 콤비네이션

20:45 - 21:45

갈라쇼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08:30 - 09:35 08:30 - 09:35 08:30 - 09:35 08:30 - 09:35 08:30 - 09:35 08:30 - 09:35 08:00 08:00
여자1: 

남아프리카공화국vs 

네덜란드

남자1: 세르비아 vs 

몬테네그로
여자9: 한국 vs 러시아 남자9: 호주 vs 카자흐스탄 여자17: 쿠바 vs 스페인

남자17:남아프리카공화국 

vs 헝가리

여자31: 여자25 패배팀 vs 

       여자26 패배팀

남자31: 남자25 패배팀 vs 

        남자26 패배팀

09:50:10:55 09:50:10:55 09:50:10:55 09:50:10:55 09:50:10:55 09:50:10:55 09:30 09:30 09:30 09:30

비치수구 10:15-11:00 여자2: 뉴질랜드 vs 미국 남자2: 한국 vs 그리스 여자10: 캐나다 vs 헝가리
남자10: 미국 vs 

               크로아티아

여자18: 그리스 vs 

           카자흐스탄
남자18: 뉴질랜드 vs 

스페인
10:30 10:30

여자32: 여자25 승리팀 vs 

       여자26 승리팀

남자32: 남자25 승리팀 vs 

        남자26 승리팀

여자39: 여자33 패배팀 vs 

       여자34 패배팀

남자39: 남자33 패배팀 vs 

       남자34 패배팀

여자 비치수구 여자1 미국 vs 중국 11:10 - 12:15 11:10 - 12:15 11:10 - 12:15 11:10 - 12:15 11:10 - 12:15 11:10 - 12:15 여자25: A조4위vsB조4위 남자25: A조 4위 vs B조 4위 11:00 11:00 11:00 11:00

미국, 호주, 스페인, 중국 11:15-12:00 여자3: 캐나다 vs 러시아
남자3: 미국 vs 

             카자흐스탄
여자11: 스페인 vs 

카자흐스탄
남자11: 헝가리 vs 스페인 여자19: 일본 vs 호주 남자19: 브라질 vs 일본 12:00 12:00

여자33: 여자27 패배팀 vs 

        여자29 패배팀

남자33: 남자27 패배팀 vs 

       남자29 패배팀

여자40: 여자33 승리팀 vs 

        여자34 승리팀

남자40: 남자33 승리팀 vs 

        남자34 승리팀

남자 비치수구남자1 프랑스vs아르헨티나 12:30 - 13:35 12:30 - 13:35 12:30 - 13:35 12:30 - 13:35 12:30 - 13:35 12:30 - 13:35 여자26: C조4위vsD조4위 남자26: C조 4위 vs D조 4위 12:30 12:30

프랑스, 중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13:15-14:00 여자4: 헝가리 vs 한국 남자4: 크로아티아 vs 호주 여자12: 쿠바 vs 그리스

남자12:남아프리카공화국 

  vs 뉴질랜드
여자20: 이탈리아 vs 중국 남자20: 독일 vs 이탈리아

여자34: 여자28 패배팀 vs 

       여자30 패배팀

남자34: 남자28 패배팀 vs 

       남자30 패배팀

비치수구 여자2 호주vs스페인 14:15-15:00 14:15-15:00 14:15-15:00 14:15-15:00 14:15-15:00 14:15-15:00

14:15-15:00 비치수구 여자3 미국 vs 호주
비치수구 남자3 프랑스 vs 

중국
비치수구 여자5 스페인 vs 미국

비치수구 남자5 캐나다 

vs  프랑스

비치수구 여자 3위/4위 

결정전

비치수구 남자 3위/4위 

결정전

비치수구남자2 중국vs캐나다 15:15-16:00 15:15-16:00 15:15-16:00 15:15-16:00 15:15-16:00 15:15-16: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비치수구 여자4 스페인 vs 

중국

비치수구 남자4  캐나다

 vs  아르헨티나
비치수구 여자6 중국 vs 호주

비치수구 남자6 아르헨티나

 vs  중국

비치수구 여자 1위/2위 

결정전

비치수구 남자 1위/2위 

결정전

여자27: A조 2위 vs 

       B조 3위
남자27: A조 2위 vs B조 3위

여자35: A조 1위 vs 

               여자29 승리팀

남자35: A조 1위 vs 

              남자29 승리팀

여자41: 여자35 패배팀 vs 

       여자36 패배팀

남자41: 남자35 패배팀 vs 

       남자36 패배팀

여자45: 여자41 패배팀 vs 

       여자42 패배팀

남자45: 남자41 패배팀 vs 

       남자42 패배팀

16:30 - 17:35 16:30 - 17:35 16:30 - 17:35 16:30 - 17:35 16:30 - 17:35 16:30 - 17:35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여자5: 쿠바 vs 

카자흐스탄

남자5: 남아프리카공화국 

vs  스페인
여자13: 호주 vs 중국 남자13: 일본 vs 이탈리아

여자21:남아프리카공화국

vs 미국
남자21: 세르비아 vs 

그리스

여자28: A조 3위 vs 

       B조 2위
남자28: A조 3위vs B조 2위

여자36: B조 1위 vs 

               여자30 승리팀

남자36: B조 1위 vs 

              남자30 승리팀

여자42: 여자37 패배팀 vs 

        여자38 패배팀

남자42: 남자37 패배팀 vs 

       남자38 패배팀

여자46: 여자41 승리팀 vs 

       여자42 승리팀

남자46: 남자41 승리팀 vs 

        남자42 승리팀

17:50 - 18:55 17:50 - 18:55 17:50 - 18:55 17:50 - 18:55 17:50 - 18:55 17:50 - 18:55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여자6: 그리스 vs 스페인 남자6: 뉴질랜드 vs 헝가리 여자14: 일본 vs 이탈리아 남자14: 브라질 vs 독일
여자22: 뉴질랜드 vs 

네덜란드

남자22: 한국 vs 

몬테네그로

여자29: C조 2위 vs 

       D조 3위
남자29: C조 2위 vs D조 3위

여자37: C조 1위 vs 

               여자27 승리팀

남자37: C조 1위 vs 

              남자27 승리팀

여자43: 여자35 승리팀 vs 

       여자36 승리팀

남자43: 남자35 승리팀 vs 

       남자36 승리팀

여자47: 여자43 패배팀 vs 

       여자44 패배팀

남자47: 남자43 패배팀 vs 

       남자44 패배팀

19:10 - 20:15 19:10 - 20:15 19:10 - 20:15 19:10 - 20:15 19:10 - 20:15 19:10 - 20:15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여자7: 일본 vs 중국 남자7: 브라질 vs 이탈리아 여자15  미국 vs 네덜란드
남자15  그리스 vs 

           몬테네그로
여자23: 캐나다 vs 한국 남자23: 미국 vs 호주

여자30: C조 3위 vs 

       D조 2위
남자30: C조 3위 vs D조 2위

여자38: D조 1위 vs 

             여자28 승리팀

남자38: D조 1위 vs 

              남자28 승리팀

여자44: 여자37 승리팀 vs 

       여자38 승리팀

남자44: 남자37 승리팀 vs 

       남자38 승리팀

여자48: 여자43 승리팀 vs 

       여자44 승리팀

남자48: 남자43 승리팀 vs 

       남자44 승리팀

20:30 - 21:35 20:30 - 21:35 20:30 - 21:35 20:30 - 21:35 20:30 - 21:35 20:30 - 21:35

여자8: 이탈리아 vs 호주 남자8: 독일 vs 일본
여자16:남아프리카공화국 

vs 뉴질랜드
남자16: 세르비아 vs 한국 여자24: 헝가리 vs 러시아

남자24: 크로아티아 vs 

       카자흐스탄

08:00 - 09:15 *** 08:00 - 10:15 *** 08:00 - 10:15 *** 08:00 - 09:15 *** 08:00 - 09:15 *** 08:00 - 14:30 ***

남자 5km 여자 10km 남자 10km 여자 5km 팀 5km 남자&여자 25km 

11:30 - 12:45 12:00 - 13:15 12:00 - 13:30

여자 1-2라운드

14:00 - 15:30

남자 1-2라운드

2019.07.02 

* 혼성 싱크로 예선경기는 엔트리에 따라 진행 결정 

** 세션 종료시간은 최종 엔트리에 따라 결정 노메달 경기 예선전 준준결승/준결승 결승

*** 경기시작시간 추후 결정

비치수구는 단순 시범경기임

팀 테크니컬 솔로 프리 듀엣 프리 팀 프리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오픈워터수
영경기장

오픈워터 수영

염
주

종
합

체
육

관
아

티
스

틱
수

영
경

기
장

아티스틱 수영

솔로 테크니컬 프리 콤비네이션

듀엣 테크니컬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
여자

3-4라운드

남자

3-4라운드

남
부

대
학

교
 수

구
경

기
장

수구

예선전 크로스오버 매치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

하이다이빙

남자 10m 플랫폼
혼성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남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여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남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팀 3m 스프링보드 /

   10m 플랫폼
여자 10m 플랫폼 남자 3m 스프링보드 여자 3m 스프링보드 남자 10m 플랫폼

남자 1m 스프링보드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여자 10m 플랫폼 남자 3m 스프링보드 여자 3m 스프링보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일정
남

부
대

학
교

 시
립

국
제

수
영

장

다이빙 경영

남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여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여자 10m 플랫폼 남자 3m 스프링보드 여자 3m 스프링보드 남자 10m 플랫폼

남자 1m 스프링보드
혼성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남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여자 1m 스프링보드 여자 1m 스프링보드

남자: 8:00 여자 : 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