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6회 CMS기 전국여자야구대회

일정(안)
2016.3.26 ~ 4.10 (주말 3주)

1주차
날짜

3/26
(토)

3/27
(일)

시간

난지 1구장 (챔프)

난지 2구장 (퓨쳐)

8:30 - 10:30

챔프1경기 - 후라 vs 나인빅스 (예선)

퓨쳐1경기 - 탑클래스 vs 한스타 (예선)

10:30 - 12:30

챔프2경기 - 비밀리에 vs 위너스 (예선)

퓨쳐2경기 - 무한패밀리 vs 마이티 (예선)

12:30 - 13:00

장내 정리

13:00 - 13:30

개막식

13:30 - 15:30

챔프3경기 - 레드폭스 vs CMS (예선)

퓨쳐3경기 - 해머스스톰 vs 홀릭스 (예선)

15:30 - 17:30

챔프4경기 - 올인 VS 리얼이다몬즈 (예선)

퓨쳐4경기 - 산타즈 vs 리더스 (예선)

9:00 - 11:00

챔프5경기 - 레이커스 vs 레이디스 (예선)

퓨쳐5경기 - 비바피닉스 vs 글러브 (예선)

11:00 - 13:00

챔프6경기 - 떳다볼 vs 글로리아(예선)

퓨쳐6경기 - 퀄리티스타트 vs 미르 (예선)

13:00 - 15:00

챔프7경기 - 플레이볼 vs 빈 (예선)

퓨쳐7경기 - 트리플크라운 vs 뷰티플 (예선)

15:00 - 17:00

챔프8경기 - 빅사이팅 vs 블랙펄스 (예선)

퓨쳐8경기 - 플라워즈 vs W다이노스 (예선)

시간

난지 1구장 (챔프)

난지 2구장 (퓨쳐)

9:00 - 11:00

퓨쳐9경기 - 한성드래곤볼 vs 8경기승자 (16강전)

퓨쳐10경기 - 7경기승자 vs 아이원스 (16강전)

11:00 - 13:00

퓨쳐11경기 - 아레스 vs 6경기승자 (16강전)

퓨쳐12경기 - 5경기승자 vs 아이리스 (16강전)

13:00 - 15:00

퓨쳐13경기 - 블랙캣츠 vs 1경기승자 (16강전)

퓨쳐14경기 - 3경기승자 vs 덕아웃 (16강전)

15:00 - 17:00

퓨쳐15경기 - 플레이걸스 vs 2경기승자 (16강전)

퓨쳐16경기 - 4경기승자 vs WT프렌즈 (16강전)

9:00 - 11:00

챔프9경기 - 8경기승자 vs 7경기승자 (8강전)

퓨쳐17경기 - 16경기승자 vs 15경기승자 (8강전)

11:00 - 13:00

챔프10경기 - 6경기승자 vs 5경기승자(8강전)

퓨쳐18경기 - 14경기승자 vs 13경기 승자 (8강전)

13:00 - 15:00

챔프11경기 - 4경기승자 vs 3경기승자 (8강전)

퓨쳐19경기 - 12경기승자 vs 11경기승자 (8강전)

15:00 - 17:00

챔프12경기 - 2경기승자 vs 1경기승자 (8강전)

퓨쳐20경기 - 10경기승자 vs 9경기승자 (8강전)

시간

공릉야구장

신월야구장

9:00 - 11:00

챔프13경기 - 12경기승자 vs 11경기승자 (준결승)

11:00 - 13:00

챔프14경기 - 10경기승자 vs 9경기승자 (준결승)

13:00 - 15:00

퓨쳐21경기 - 20경기승자 vs 19경기승자 (준결승)

15:00 - 17:00

퓨쳐22경기 - 18경기승자 vs 17경기승자 (준결승)

2주차
날짜

4/2
(토)

4/3
(일)

3주차
날짜

4/9
(토)

4/10

10:00 - 12:00

퓨쳐23경기 - 22경기승자 vs 21경기승자 (결승)

12:30 - 15:00

챔프15경기 - 14경기승자 vs 13경기승자 (결승)

(일)
결승전 종료 후

장내정리
폐막식

* 경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