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참가자 학교 참가자 학교 참가자

9:15 방 공지 9:15 방 공지 9:15 방 공지

9:30 9:30 9:30

9:45 상서중학교 송*현 9:45 부곡중앙초등학교 최*서 9:45 구운초등학교 윤*준

10:00 상서중학교 강*호 10:00 서울반포초등학교 한*민 10:00 구운초등학교 박*주

10:15 상서중학교 윤*진 10:15 용호중학교 전* 10:15 구운초등학교 조*진

10:30 상서중학교 전*기 10:30 용호중학교 조*민 10:30 구운초등학교 김*선

10:45 상서중학교 허*영 10:45 용호중학교 박*후 10:45 광저우한국학교 서*영

11:00 상서중학교 정*성 11:00 용호초등학교 신*수 11:00 광저우한국학교 임*후

13:00 상서중학교 김*윤 13:00 용호초등학교 이*후 13:00 대구동덕초등학교 고*빈

13:15 상서중학교 백*빈 13:15 당동초등학교 문*현 13:15 대구성북초등학교 이*민

13:30 금천중학교 배*찬 13:30 관모초등학교 설*환 13:30 대구운암초등학교 최*서

13:45 남산국제학교 김*현 13:45 영신초등학교 김*혁 13:45
JUNIOR OXFORD

 SCHOOL
최*민

14:00 강북중학교 최*석 14:00 용마중학교 이*민 14:00
POLYA FOREING

LANGUAGE SCHOOL
이*우

14:15 유탈로이광주국제학교 김*우 14:15 대구강북초등학교 박*영 14:15
VIETNAM HANOI

TH SCHOOL
강*영

14:30 14:30 대구도남초등학교 정*훈 14:30 대전배울초등학교 정*웅

14:45 마북초등학교 정*빈 14:45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남*결 14:45

15:00 15:00 15:00

15:15 15:15 15:15

15:30 15:30 15:30

15:45 15:45 15:45

16:00 16:00 16:00

16:15 16:15 16:15

16:30 16:30 16:30

16:45 16:45 16:45

17:00 17:00 17:00

점수 검토 점수 검토 점수 검토

교차 점검(녹화 영상 판독)

11:15 ~ 13:00 11:15 ~ 13:00 11:15 ~ 13:00

교차 점검(녹화 영상 판독)

교차 점검(녹화 영상 판독)

중요사항 (필독)

1. 참가자분께서는 대회 시간표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접속시간 5분 전에 반드시 입장해주셔야 합니다.

   접속하시면 대기 상태로 나올 것이며 진행자가 수락할 때까지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zoom 참가방의 번호와 암호는 시간표 시간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접속시간에 접속하시지 않는 참가자는 참여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여 실격처리하겠습니다.

2. zoom 접속 시 zoom 내 “참가자” 에 자신의 이름을 꼭 적고 입장해주세요.

   *편대비행은 팀명으로 적어주세요.

   고정형 카메라는 참가자 성명1 (예시 - 김공군1)

   이동형 카메라는 참가자 성명2 (예시 - 김공군2)

3. 접속 후 참가자 본인과 참가확인증이 카메라 화면에 잘 보이게 심사위원에게 본인 인증을 확인받으세요.

준비중준비중 준비중

11월 30일 (실시간 온라인)

접속시간
단독비행 A

접속시간
단독비행 B

접속시간
단독비행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