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태권도원 경연대회 품새‧자유품새 부문 일정
안녕하십니까.
2019 태권도원 경연대회 품새 부문 대회 진행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1. 대회 시작 전 대표자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품새‧자유품새 부문 예선: 10월 12일(토), 12:30 [품새부문: T1경기장, 자유품새부문: 평원관]
나. 품새‧자유품새 부문 결선: 10월 13일(일), 9:00 [품새‧자유품새부문: T1경기장]
* 대표자 회의는 등록장소 앞에서 진행 예정
* 대표자 회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 책임

2. 대회 시작 전 대회 인원 확인 및 참가자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가자는 꼭 대회 시작
30분전까지 전원 경기장에 입장하여 참가자 등록 및 음원 제출(자유품새부문)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는 등록 및 인원 확인에 필요한 품증 및 단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4. T1경기장 바로 앞에 주차를 원하는 참가자는 꼭 공지사항에서 주차권을 인쇄하여 차량 앞면에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태권도원 숙박 입실시간(14:00부터), 퇴실시간(11:00까지) 시간 준수 바랍니다.
6. 패키지 참가자는 태권도원 도약센터 1층 프론트에서 패키지 ID카드 및 객실키, 쿠폰,

기념품을 수령해주시길 바랍니다.
[배부시작시간/장소: 11:30/태권도원 도약센터 프론트]
7. 식당 예약 하신 분과 패키지 참가자는 대회기간 동안 식당에서 11:40분부터 13:00까지 식
사 가능합니다
8. 대진표(순서)는 전자추첨 후 대회 1일전(10월11일)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9. 대회일정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 063-320-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 세부 시간은 대회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품새‧자유품새 전체 부문 예선 및 결선 진행 일정>
10월12일(토)
시간
12:30~13:00

내용
· 참가자 등록
· 대표자 회의

장소
T1경기장
평원관
T1경기장

13:00~18:00

· 대회 진행
평원관

18:00~19:00

· 저녁 식사

19:00~21:00

· 연습 및 훈련

식당

비고
· 품새부문 참가자
· 자유품새부문 참가자
· 품새부문 예선전 진행
(개인품새->가족품새->사제품새)
· 자유품새 예선전 진행
(개인전->페어전->단체전)
· 패키지, 사전식사 신청자: 태권도원 식당 이용
* 사전 미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식사 불가

소수련실(4실)
중수련실

· 대회 패키지 참가자

· 연습 및 훈련

평원관

· 연습 및 훈련

T1경기장, 훈련장

· 자유품새 참가자
· 품새 참가자

10월13일(일)
시간
9:00~9:30

내용
· 참가자 등록
· 대표자 회의

장소
T1경기장

09:30~12:00

· 대회 진행

T1경기장

12:00~13:00

· 점심 식사

식당

13:00~17:00

· 대회진행

T1경기장

* 부문 시상은 세부부문은 종료시 즉시 진행 예정

비고
· 품새부문 결선 진출자
· 자유품새부문 결선 진출자
· 품새‧자유품새 부문 결선 진행
[자유품새 결선(개인->페어->단체)->품새부문 결선(개인품새)]
· 패키지, 사전식사 신청자: 태권도원 식당 이용
* 사전 미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식사 불가
· 품새‧자유품새 부문 결선 진행
[품새부문 결선(개인품새->가족품새->사제품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