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협  찬

참가상품

사용구

경기종목

입금계좌 : 농협: 352-0743-4011-43(한동준)

대회문의 : 이정오 010 3870 8646

경기일자

5월 25일(수) 09:00

남가람테니스장, 모덕테니스장

5월 29일(일) 09:00

경상국립대학교

5월 29일(일) 09:00

남가람테니스장

5월 28일(토) 09:00

남가람테니스장, 모덕테니스장

5월 29일(일) 09:00

모덕테니스장

5월 28일(토) 13:00

남가람테니스장

5월 27일(금) 09:00

대회문의 : 강민수 010-4012-1631

입금계좌 : 농협: 805-02-404357(강민수)

추후 안내

헤드 챔피언쉽 테니스볼 (KTA 랭킹대회 공식사용구)

입금계좌 : 농협: 803-02-602836(이수진)

『SPORTS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제14회 진주시장배 전국동호인 및 시니어 테니스대회

                                                             K T A (생활체육)  GS 그룹

GIVE=기부=기쁨

함께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참가비외 기부하신 1.000 원은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참가비

2022년 5월 25일(수요일), 27.(금요일), 28(토요일), 29(일요일)  4일간

남가람테니스장, 모덕테니스장, 진주종합경기장테니스코트, 경상국립대학교테니스장(가좌동)

(사)대한테니스협회

진주시테니스협회

경상남도, 진주시, (사)진주시체육회

㈜앨커미스트 헤드

개인복식 팀당 5만 4천원 (팀당 2천원은 꿈나무육성기금 / 2천원은 주최자배상책임보험료) *대회측 확인

* 당일 현장납부시 팀당 6만원 납부 (선택)

= 풋폴트를 하지 맙시다 =

2022 KTA Tour

대회문의 : 성연옥 010-9512-6070

입금계좌 : 농협: 302-1269-3527-61(성연옥)

대회문의 : 김규민 010-4116-7203

입금계좌 : 농협: 818-02-545733(김규민)

대회문의 : 이원근 010-4141-3586

입금계좌 : 농협: 352-1233-2089-33(이원근)

◎ 각부 우승 : 상패 및 상금 1,200,000원

◎ 각부 준우승 : 상패 및 상금 800,000원

◎ 각부 공동3위 : 상패(장) 및 상금400,000원

◎ 각부 공동8강 : 상품(10만원상당)

시니어부

전국신인부

베테랑부

개나리부

* 각 부별 70팀 미만 참가시 시상금 조정

대회문의 : 한동준 010-4036-4443

참가비 입금계좌 및 담당자

대회문의 : 이수진 010-8523-7663

참가신청

신청마감

◎ 참가비 입금후 인터넷 신청 : 대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에서만 접수하며 신청마감일까지 참가비 미입금자는 대진표에서 제외함

◎ 마감후 환불 불가, 참가상품 지급

◎ 모든 부서 경기 2일전 마감 (변경 금지)  * 일요일 경기는 늦어도 금요일 16시 신청마감 하셔야 합니다.

◎ 부서별 참가팀수 선착순 마감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조재성(수석경기이사) : 010-3873-4863

◎ 김진수(전무이사): 010-9483-9665

경기안내

◎ 본 대회는 선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준수함

    * 스포츠안전보험 가입(권고), 응급차량, 응급구조요원(필수)   *해당사항 체크

◎ 경기시간 지연 시에는 페널티를 적용함 (하단 경기방법 참조)  *대회측 미 시행시 삭제

문의처

국 화 부

남자오픈부

지도자부

시상내역

2020

(2020.02.01

대회요강

대표자회의에서

안전사고

가입

의무

협회의

종료되었습니다



구분 장년부 베테랑부 국화부 개나리부 지도자부

순수동호인 만45세이상 만20세이상 만20세이상

초등학교,

동호인지도자
만50세이상 만50세이상

중학교 만55세이상 만60세이상

고등학교 만60세이상 만65세이상

대학교 만65세이상 만70세이상 만60세이상

페어조건

입금계좌 : 경남은행 221-0047-3175-03(이정오)남가람테니스장

○ 준우승, 3위 각각 입상 1회로 간주함

○ 만 1년간 타단체 포함 3회 미만 입상자 (2회까지 입상자)

KTA 랭킹대회 개최 부서

개나리부

신인국화부

남자신인부(전국신인부)

세미오픈부 (신설)

지도자부

위너스부 (신설) GS그룹 의무적으로 개최

베테랑부

여자부

남자부

비랭킹

MA ~ IN그룹 의무적으로 개최, CA ~ FU그룹 선택

단, 위너스부,세미오픈부 동시 개최 시, 남자오픈부 미 개최 가능
남자오픈부

공통사항

부서별 참가허용기준 (2020년 02월 01일 개정)

만20세이상
X

만55세이상

만55세이상

o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연도만 적용한다. (당해년도 - 출생년도 = 만 나이)

o 정구선수는 테니스선수에 준한다.

o 동호인 지도자는 초등학교 선수출신에 준한다.

o 동호인 지도자란 순수 아마추어 지도자를 말함

   단, 부서별 참가허용연령은 만45세미만(청년부), 만45세이상(장년부), 만55세이상(베테랑부)

청년부

만20세이상

만35세이상

만40세이상

만45세이상

만50세이상

o 선수.지도자출신 및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

o 여자선수출신은 남자선수출신과 동일 자격으로 출전함.

o 동일대회 남자신인부와 남자오픈부를 토.일요일 연속 출전하거나, 동일부서를 타 단체 대회와 토.일요일 연속

출전한 경우, 토요일 경기에 우승 및 입상으로 등급이 변경되었다면 일요일 변경된 등급으로 출전하여야 함

KTA 동호인 랭킹 부서별 등급표

개나리부

파트너 합산 3.0 이하

공통사항

2.0

1.0

○ 만 1년간 타 단체포함 3회이상 입상자

○ 2.0 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비 입상자

○ 만20세이상(2002생) 여성 순수 동호인

○ 개나리부는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우승자(타 단체 포함) 는 참가할 수 없다.

시니어부

랭킹대회 등급은 개최 부서 수에 의해 상.하향 조정되며,

비 랭킹 종목은 개최 부서 수에 포함하지 않음

혼합복식부

지역신인부

단체전

기타(매직테니스대회 등)

CA ~ FU그룹 선택, GS그룹이 신인국화부,국화부 동시 개최 시 가능

CA ~ FU그룹 선택 (선수.지도자출신, 동호인 5회이상 우승자 출전불가)

지도자부 25개팀 이하 신청시 미 개최 가능

국화부



페어조건

6.0

5.0

4.0

3.0

1.0

페어조건

1.0

○ 신인부 우승경력없는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공통사항

○ 2.0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만20세이상(2002년생) 남자 순수 동호인

○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참가 불가

○ 신인부, 세미 오픈부 이상 우승자는 연도에 관계없이 참가불가 (타 단체 포함)

○ 2.0 승급 이후 추가 입상한 경우, 승급기간은 추가 입상한 날로부터 만1년으로 연장된다.

○ 2015년 8월 1일 부터 타 단체 포함하여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도자부는 제외) 준우승 3

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 1회 = 3위 2회)

7.0
○ 선수출신(정구포함) , 동호인지도자

○ 동호인 중 5회 이상 우승자

○ 동호인 3~4회 우승자

공통사항

○ 만1년간 3회 입상한 날로부터 2.0으로 승급하며 3회 입상 후 만 1년(365일) 이내 추가 입상이 없으면 1.0 등

급으로 복귀한다.

○ 2.0 승급 이후 추가 입상한 경우, 승급기간은 추가 입상한 날로부터 만1년으로 연장된다.

○ 개나리부는 2015년 8월 1일 이후 타 단체 포함하여 준우승 3회 또는 3위 6회에 도달하여도 개나리부 우승자

로 인정하지 않음.

국 화 부

○ 우승횟수는 KTA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우승횟수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

된 우승 횟수를 적용한다.

○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타 단체 포함)에게만 적용한다.

○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 대회 성적(우승, 입상)과 연령에 따라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이 승급 된다.

○ 국화 신인부 우승자

○ 국화부 입상자(타 단체포함)  * 연도 관계없이 입상경력 있는 자

○ 국화부 비 입상자(타 단체포함)

파트너 합산 8.0 이하

○ 동호인 2회 우승자

○ 동호인 1회 우승자

○ 우승자 유예기간 5년 경과자 (우승 당해년도 제외 5년)

2.0

공통사항

○ 국화 신인부 우승은 입상 1회로 한다.

파트너 합산 3.0 이하

○ 만 1년간 타 단체 포함 3회 이상 입상자 (준우승1회 = 입상2회)

2.0

○ 2015년 8월 1일 부터 타 단체 포함하여 준우승 3회 또는 3위 6회이면 입상횟수를 채운날로부터 1회 우승자

로 인정한다.  (준우승 1회 = 3위 2회)

전국신인부

○ 동일대회 국화부, 신인국화부 2개 부서 출전 가능함. 단, 랭킹포인트는 높은 포인트를 배점한다.

○ 동일대회 국화부, 신인국화부 2개 부서 참가신청 후 첫번째 출전 부서에서 우승 또는 입상하여 등급이 변경

된 경우, 두번째 출전 부서는 변경된 등급으로 출전하여야 함

○ 신인부 우승경력없는 순수 베테랑부 2회 이상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가 신인부에서 우승할 경우 참가불가

○ 만1년간 3회 입상한 날로부터 2.0으로 승급 하며 3회 입상 후 만 1년(365일) 이내 추가 입상이 없으면 1.0

등급으로 복귀한다.



페어조건

7등급 이상

공통사항
○ (7등급 합산 만95세, 8등급 합산 만100세, 9등급 합산 만105세)

○ 동호인 2~4회 우승자

남자오픈부

9.0

○ 신인부 1회 우승자

○ 초등학교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중 5회 이상 우승자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 중학교 선수출신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신인부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동호인 지도자 비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동호인 1회 우승자 (오픈부 이상)

○ 순수 베테랑부 2~4회 이상 우승자

○ 신인부 입상후 만 1년 경과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중 우승자

파트너 합산 10.0 이하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2.0

1.0

○ 오픈부 이상 입상 후 만 2년 경과자

○ 초등학교 선수출신 우승자, 동호인 지도자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중 만60세 이상

○ 오픈부 이상 입상 후 만 1년 경과자

○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중 만65세 이상

5.0

○ 오픈부이상 입상자 (준우승, 3위)

3.0

○ 고등학교 선수출신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중학교 선수출신 중 비 우승자

○ 초등학교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중 우승자

8.0

7.0

6.0

○ 중학교 선수출신 중 5회 이상 우승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비 우승자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중 만60세 이상

○ 중학교 선수출신중 우승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 비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5회 이상 우승자

4.0

○ 동호인 우승자 중 만65세 이상

○ 신인부 2회 이상 우승자 (신인부 우승 1회 + 순수 베테랑부 우승 1회 포함)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동호인 2~4회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우승자 유예기간 (우승 당해년도 제외 5년) 경과자 (오픈부 이상)

○ 동호인 1~4회 우승자(오픈부 이상) 중 만60세 이상

○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출신 중 만60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2회 이상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신인부 우승 후 만 3년 경과자 (우승 당해년도 제외 3년)

○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후 3년 경과자 (우승 당해년도 제외 3년)

○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출신,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중 만65세 이상

○ 신인부 입상자

○ 순수 베테랑부 입상자

○ 오픈부 이상 입상자 중 만55세 이상

○ 우승자 유예기간 (우승 당해년도 제외 5년) 경과자 중 만55세 이상 (오픈부 이상)

○ 순수 베테랑부 입상 후 만1년 경과자

○ 우승자 유예기간(우승 당해년도 제외 5년) 경과자 중 만60세 이상  (오픈부 이상)

○ 5.0 등급 이하는 청 + 청 페어 가능

○ 초등학교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중 비 우승자

○ 동호인 지도자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동호인 지도자 중 (우승자,비우승자) 만65세 이상

○ 선수출신 중 (초.중.고.대학) 만70세 이상

○ 2.0~9.0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오픈부 이상 입상 후 만3년 경과자



페어조건

3.0

2.0

○ 2.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 비 선수출신 중 만3년 이내 우승자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비입상자 중 만50세 이상

○ 고등학교 선수출신 3년이내 입상자 중 만50세이상

○ 실업 선수출신 만35세 미만

○ 은퇴후 2년이내 여자선수출신

○ 비 선수출신으로 만1년 이내 우승자 중 만50세 이상

○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만40세 이상 5년 이내 비입상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만45세 이상 입상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 3년이내 비입상자 중 만45세이상

1.0

공통사항

○ 실업 선수출신 만45세 이상

지도자부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중 만50세 이상 입상자

6.0

5.0

4.0

○ 순수 베테랑부 입상후 만2년 경과자

○ 신인부 입상자 중 만55세 이상

○ 신인부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신인부 우승 후 만3년 경과자 중 만60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우승 후 만3년 경과자 중 만60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2회 이상 우승자 중 만65세 이상

○ 동호인 우승자 중 만70세 이상

○ 신인부 입상 후 만2년 경과자

○ 연령으로 인해 등급이 하향된 이후 입상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돌아가며 입상 후 만1년이 경과하면 연령 하향

조정됨

○ KTA 를 포함하여 타 단체 대회 성적(우승,입상)과 연령에 따라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이 조정된다.

○ 우승횟수는 KTA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우승횟수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

승횟수를 적용한다.

○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 (타 단체 포함) 에게만 적용한다.

○ 오픈부 이상 입상자 중 만60세 이상

○ 여자선수출신은 남자선수출신과 동일한 자격으로 출전가능함 (부서별 참가허용기준 공통사항 참고)

○ 2015년 8월 1일 부터 타 단체 포함하여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도자부는 제외) 준우승 3

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 1회 = 3위 2회)  * 신

인부, 베테랑부 우승은 입상 횟수 산정 시 준우승 1회로 간주하여 합산한다.

○ 2020년부터 지도자부 입상 및 우승경력은 동호인부에 반영한다. 단, 랭킹포인트는 지도자부에 배점함

○ 청+장(베), 장(베)+장(베),  페어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5.0 등급 이하끼리 페어는 청+청 가능

○ 장년부, 베테랑부 부서별 참가허용 연령 개정(2020.02.01)으로 2019년까지 베테랑부 자격에서 2020년 장년

부 자격자로 변경된 선수 중,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는 오픈부, 세미오픈부, 위너스부 출전 시, 신인부 1회 우

승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출전함

○ 3.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파트너 합산 11.0 이하

○ 실업, 대학, 고등학교 선수출신 만2년 이내 우승자

○ 5.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 실업, 대학, 고등학교 선수출신 만3년 이내 우승자

○ 대학교 선수출신 만40세 미만

○ 4.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 대학교 선수출신 만40세 이상

○ 고등학교 선수출신

○ 동호인 지도자 중 (우승자,비우승자) 만70세 이상

○ 우승자 유예기간 (우승 당해년도 제외 5년) 경과자 중 만65세 이상 (오픈부 이상)



페어조건

1.0

○ 선수출신 및 동호인 지도자,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는 합산나이 만1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통사항

2.0

○ 비 선수출신 만50세 이상으로 우승 후 만1년(365일) 경과자

○ 동호인 2~4회 우승자(오픈부이상, 신인부, 베테랑부 포함)

○ 우승경력 있는 선수출신(정구포함) 중 만70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신인부 우승자 유예기간(3년) 경과자 (우승 당해년도 제외 3년)

○ 지도자부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이상부터 본다.

○ 당해년도 대한테니스협회 등록선수 제외

○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포함하여 타 단체 지도자부 우승자는 KTA 지도자부 우승자로 인정한다.

3.0

○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만75세 이상

○ 우승회수는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대회 우승회수 (오픈부이상, 신인부, 베

테랑부)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회수를 적용한다.

2.0

4.0

○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 2.0 등급중 연 준우승 1회 또는 3위 2회 이상 입상자(타 단체포함)

○ 오픈부이상, 신인부, 베테랑부 입상자(타 단체포함)

○ 우승자(오픈부 이상) 유예기간(5년) 경과자

○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 중 만70세 이상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만65세 이상

○ 3.0 등급 중 연 준우승 1회 또는 3위 2회 이상 입상자(타 단체포함)

○ 동호인 1회 우승자 (오픈부이상)

○ 신인부 1회 우승자

○ 우승경력없는 동호인 지도자

○ 우승경력 없는 동호인 지도자 중 만65세 이상

○ 두 선수중 한 선수는 지도자 및 선수출신이어야 한다.

○ 순수 동호인의 지도자부 입상, 우승 경력은 동호인부에도 적용하며 (단, 랭킹포인트는 지도자부에만 배점),

지도자부 자격자가 연령으로 인해 동호인부로 부서 이동한 경우에도 지도자부 입상, 우승경력은 동호인부에 적

용함

○ 입상하여 승급한 경우 만1년이 지나면 본래 등급으로 복귀하며 추가 입상시 추가 입상한 날로부터 만1년으

로 연장된다.

파트너 합산 6.0 이하

○ 선수출신 (정구포함)

○ 비 선수출신은 동호인, 동호인지도자, 초.중 선수출신, 정구선수출신을 말함

○ 동호인 2~4회 우승자 중 만65세 이상

○ 동호인 2~4회 우승자 중 만70세 이상

○ 1.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 고등학교 선수출신 3년 이내 비입상자 중 만50세이상

○ 초,중 테니스선수 출신

○ 정구선수출신

○ 은퇴후 2년 이상 여자선수출신

○ 일반동호인, 동호인지도자

○ 2.0~5.0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우승자 유예기간 (5년, 3년) 경과자 중 만65세 이상

○ 오픈부, 신인부, 베테랑부 입상 후 만 1년 경과자 (타 단체포함)

○ 동호인 1회 우승자(오픈부 이상) 중 만65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신인부 우승자 중 만65세 이상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만70세 이상

○ 만20세 이상 (2000년생)

○ 동호인 지도자중 우승자

○ 동호인중 5회 이상 우승자(오픈부 이상, 신인부, 베테랑부 포함)

베테랑부

5.0

1.0

공통사항

○ 우승자 유예기간 5년, 3년(우승당해연도 제외)은 1회 우승자(타 단체포함) 에게만 적용한다.

○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대회 성적(우승,입상)과 연령에 따라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이 조정된다.



시니어부(경남권)

공통사항 ○ 2.0/3.0 등급이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포함하여 타 단체 대회에서 연 준우승 1회, 3위 2회 이상 입상하

면 입상회수를 채운날로 부터 현재의 등급에서 만 1년간 1등급 승급되며 만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

귀된다.(2015.7.1일 이후)

○ 승급기간중  승급사유가 재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이 연장된다.

○ 2015년 8월 1일 부터 타 단체 포함하여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도자부는 제외) 준우승 3

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 1회 = 3위 2회)  * 신

인부, 베테랑부 우승은 입상 횟수 산정 시 준우승 1회로 간주하여 합산한다.

○ 연령으로 인해 등급이 하향된 이후 입상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돌아가며 입상 후 만1년이 경과하면 연령 하향

조정됨

공동사항 추후공지



`

2020년 랭킹규정개정

(2020.02.01일) 으로 변경된

대회요강 보내드립니다.

2019.1.26(일) 랭킹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선수보호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포츠안전보험

가입(권고) 또는 응급차량, 응급구조사

의무 배치를 의결함

<대회측 (1), (2) 중 선택>

1) 참가비 외에

꿈나무육성기금 2,000원

스포츠안전보험료 2,000원

2) 대회 참가비에 스포츠안전비용

미 포함시, 대회 주최측 예산에서

필히 편성하여야 함.

(대회요강 초록색 부문 참고)

협회의 중계방송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