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협  찬

참가상품

사용구

[통합오픈부, 남자신인부, 개나리부, 혼합복식부]

◎ 각부 우승 : 상패 및 상금 800,000원

◎ 각부 준우승 : 상패 및 상금 500,000원

◎ 각부 공동3위 : 상패(장) 및 상금300,000원

경기안내
◎ 본 대회는 선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준수함

◎ 경기시간 지연 시에는 페널티를 적용함 (하단 경기방법 참조)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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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 각부 공동8강 : 상품(10만원상당)

[남자지역신인부, 여자지역신인부, 시니어부]

* 각 부별 70팀 미만 참가시 시상금 조정 (30%) / 20팀 이하 부서 개최 불가

* 각 부별 50팀 미만 참가시 시상금 조정 (30%) / 20팀 이하 부서 개최 불가

『SPORTS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제4회 LH사장배 경남동호인 테니스대회

                                                          

GIVE=기부=기쁨

함께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참가비

2022년 11월 11일(금요일), 12.(토요일), 13(일요일)  3일간

남가람테니스장, 모덕테니스장, 경상국립대학교테니스장(가좌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테니스협회

진주시, 진주시체육회

㈜앨커미스트 헤드

개인복식 팀당 5만 2천원 (팀당 2천원은 주최자배상책임보험료)

* 당일 현장납부시 팀당 6만원 납부

= 풋폴트를 하지 맙시다 =

2022

◎ 부서별 참가팀수 선착순 마감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강민수(경기이사) : 010-4012-1631

◎ 김진수(전무이사): 010-9483-9665

◎ 모든 부서 경기 3일전 마감 (변경 금지)  * 일요일 경기는 늦어도 목요일 16시 신청마감 하셔야 합니다.

추후 안내

헤드 챔피언쉽 테니스볼 (KTA 랭킹대회 공식사용구)

참가신청

신청마감

◎ 참가비 입금후 인터넷 신청 : 부산오픈테니스(http://busanopen.kr/)

◎ 홈페이지에서만 접수하며 신청마감일까지 참가비 미입금자는 대진표에서 제외함

◎ 마감후 환불 불가, 참가상품 지급

◎ 지역남여신인부, 시니어부 하단 요강 참조



경기종목

입금계좌 : 농협 178330-56-007641(이현대)

구분 장년부 베테랑부 국화부 개나리부 지도자부

순수동호인 만45세이상 만20세이상 만20세이상

초등학교,

동호인지도자
만50세이상 만50세이상

중학교 만55세이상 만60세이상

고등학교 만60세이상 만65세이상

대학교 만65세이상 만70세이상 만60세이상

혼합복식부

여자지역신인부

참가비 입금계좌 및 담당자

대회문의 : 이현대 010-7566-3811

경기일자

11월 11일(금) 09:00

11월 13일(일) 09:00

남가람테니스장

만45세이상

남자오픈부

시니어부

만20세이상

만3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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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자선수출신은 남자선수출신과 동일 자격으로 출전함.

11월 13일(일) 09:00

모덕테니스장

만50세이상

개나리부

남자지역신인부

남자신인부

입금계좌 : 농협 843151-56-011626 (유상혁)

대회문의 : 황미옥 010-3999-2580

입금계좌 : 농협: 356-3999-2580-13 (황미옥)

11월 13일(일) 09:00

경상국립대학교 교직원테니스장

11월 12일(토) 09:00

남가람테니스장

남가람테니스장, 모덕테니스장

11월 12일(토) 09:00

경상국립대학교 교직원테니스장

남가람테니스장

11월 12일(토) 09:00

청년부

만40세이상

대회문의 : 이윤미 010-6485-6553

입금계좌 : 농협: 801172-52-065837(이윤미)

대회문의 : 유상혁 010-8192-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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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문의 : 이원근 010-4141-3586

입금계좌 : 기업은행 286-039229-01-039

대회문의 : 강민수 010-4012-1631

입금계좌 : 농협: 805-02-404357(강민수)

대회문의 : 이수진 010-8523-7663

입금계좌 : 농협 803-02-602836(이수진)



페어조건

1.0

○ 만 20세 이상 진주 거주자 및 직장 근무자로써 순수 테니스 동호인

개나리부

참가자격
○ 만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만 20세 이상 진주 거주자 및 직장 근무자로써 순수 테니스 동호인

남자신인부

○ 초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출전불가 (정구포함)

○ 타 단체 포함 [랭킹대회] 3회 이상 입상자 (준우승1회 = 입상2회)

○ 2.0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만20세이상(2002년생) 남자 순수 동호인

○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참가 불가

파트너 합산 3.0 이하

2.0 ○ 신인부 우승경력없는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남자지역신인부

참가자격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 결정에 따른다.

○ 지역대회 이상 우승 경력이 없는 자(지역대회 준우승자 분리 출전 가능)

참가자격

○ 개나리부 우승자 출전불가. 입상자는(준우승, 4강) 분리출전가능. 준우승 2회 이상자는 우승자 대우한다.

○ 랭킹 입상자 분리출전 가능(입상자+비입상자)

여자지역신인부

○ 만65세이상 제한사항없음

○ 초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출전불가 (정구포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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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65세이상 제한사항없음

○ 비랭킹대회 입상자 이상은 분리 출전 가능

○ 신인부, 세미 오픈부 이상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도에 관계없이 참가불가

○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가 신인부에서 우승할 경우 참가불가

공통사항



● 장년부 만40세이상 (1983년생)

● 베테랑부 만55세이상 (1968년생)

● 개나리부 : KTA 를 포함한 랭킹대회 개나리부 비 우승자

● 국화부 : KTA 를 포함한 랭킹대회 개나리부 우승자

페어조건

7등급 이상

공통사항

○ 중학교 선수출신 중 5회 이상 우승자

○ 중학교 선수출신중 우승자

○ 초등학교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중 5회 이상 우승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중학교 선수출신 중 비 우승자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 중학교 선수출신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초등학교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중 비 우승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 비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5회 이상 우승자

● 청, 장년부 1~2회 우승자

● 개나리부 입상자

● 전.현직 선수, 지도자, 일반지도자 출전불가

○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비 우승자

● 만60세 이상 여자 순수 동호인은 한단계 하향 출전 가능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중 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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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인 2~4회 우승자

● 혼합복식 전국대회 역대 우승자,준우승자 분리출전

● 국화부 1회 우승자

여자선수

●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국화부3~4회 우승자는 신인부 1회 입상자와 가능)

8.0

7.0

6.0

● 청.장년부 신인부 1회 우승자

● 순수 베테랑부 1~2회 우승자

9.0

기타사항

● 남,녀 만20세 이상 (2003년생)

참가자격

● 개나리부 혼합복식 우승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중 우승자

○ 초등학교 선수출신 우승자, 동호인 지도자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중 만60세 이상

● 개나리부 비입상자

● 우승년도 해지 없음. 현재 우승자대우는 1회 우승자로 적용

● 각 단체 입상 및 우승횟수 포함 (신인부, 베테랑부 횟수도 동일)

파트너 합산 10.0 이하

○ 초등학교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중 우승자

● 만50세이상인 자에 한하여 2006년 우승횟수부터 적용함

통합오픈부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혼합복식부

페어조건

● 국화부 입상자
● 순수 베테랑부 3회 이상 우승자

● 청, 장년부 3회~4회 우승자

● 청, 장년부 5회 이상 우승자

● 청.장년부 2회이상 입상자 ● 국화부2회 우승자

남자선수

● 전국 신인부 비입상자 ● 국화 5회 이상 우승자

● 청,장년부 비입상자 ● 국화부 3회 이상 우승자



○ 순수 베테랑부 입상자

○ 오픈부 이상 입상 후 만 1년 경과자

○ 동호인 2~4회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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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인 1회 우승자 (오픈부 이상)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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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횟수를 적용한다. (비랭킹포함)

시니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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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0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신인부 입상자 중 만55세 이상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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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화부, 개나리부 만 50세 이상 출전 가능

● 파트너 추첨

○ 신인부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오픈부 이상 입상자 중 만60세 이상

○ 신인부 입상후 만 1년 경과자

○ 순수 베테랑부 입상 후 만1년 경과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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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부 우승 후 만3년 경과자 중 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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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인 우승자 중 만65세 이상

○ 선수출신 중 (초.중.고.대학) 만70세 이상

○ 동호인 우승자 중 만70세 이상

○ 동호인 지도자 중 (우승자,비우승자) 만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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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동호인 지도자 중 (우승자,비우승자) 만65세 이상

○ 오픈부 이상 입상 후 만3년 경과자

1.0
○ 순수 베테랑부 우승 후 만3년 경과자 중 만60세 이상

○ 오픈부 이상 입상 후 만 2년 경과자

○ 동호인 지도자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출신 중 만60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2~4회 이상 우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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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인 1~4회 우승자(오픈부 이상) 중 만60세 이상

○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중 만65세 이상

○ 신인부 1회 우승자

○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 동호인 지도자 비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오픈부 이상 입상자 중 만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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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신인부 우승자 중 만55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2회 이상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신인부 입상자

○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중 만60세 이상

○ 순수 베테랑부 2회 이상 우승자 중 만65세 이상

○ 신인부 입상 후 만2년 경과자

● 남,녀 만 60세 이상 (1962년생)으로 한다.(신분증 필히 지참)  대회문의 : 이장춘 010-4713-4752

○ 순수 베테랑부 입상후 만2년 경과자

○ 5.0 등급 이하는 청 + 청 페어 가능

5.0

○ 오픈부이상 입상자 (준우승, 3위)

4.0

○ 신인부 우승 후 만 3년 경과자 (우승 당해년도 제외 3년)



구분

참가자,

관람자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 선수는 시합 중 코트 밖의 누구에게도 코칭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체전의 경우는 제외)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나. 다를 적용한다.

○ 본선 토너먼트 : 노-애드, 5:5 타이브레이크 시스템 적용한다.

○ 경기진행순서는

25분 경과 시 5게임 페널티

○ 출전선수는 생활체육 공제보험을 가입을 권장하며 경기중 부상이나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대회주최.주관

측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출전선수는 지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회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지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

고에 대해서는 대회 주최,주관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게임 페널티

15분 경과 시 3게임 페널티

20분 경과 시 4게임 페널티

25분 경과 시 5게임 페널티

○ 리그전 동율 팀 우선순위

경기방법 및 참가자 준수사항

5분 경과 시 1게임 페널티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가, 나, 다 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시간 지연에 따른 페널티 부과

5분 경과 시 1게임 페널티

10분 경과 시 2게임 페널티

15분 경과 시 3게임 페널티

20분 경과 시 4게임 페널티

○ 선수는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관리하여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회 규정이 정한 메디컬 타임

을 사용할 수 있다. (주의사항 참고)

○ 남자부는 랭킹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본인 연령 부서에 배점한다. 동일대회 2개부 이상에 참가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참가 부서 중 높은 포인트를 배점한다.

      가. 동률 3팀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1-2, 2번째 경기는 1-2 승자와-3번, 3번째 경기는 1-2 패자와 3번 순서로 진행

한다

  ※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순서와 관계없이 같은클럽 팀이 1번째 경기를 하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테니스 종목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 입도록 한다.

○ 관중은 경기장에 입장하여서는 안되며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하여 발생된 사고는 대회주최, 주관측이나 경

기를 하는 선수가 책임지지 않는다.

○ 부정 선수 판명 시, 대회 종료 이후에도 상금, 상품권, 상패 등을 회수한다.

      나. 게임득실 차가 동률일 경우, 두 사람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

      다. 합산 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 예선 대진표 발표 이후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으며 참가상품으로 지급한다.

시간

○ 모든 참가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확인시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실격처리한다. (사본 불가)

10분 경과 시

페널티

경기방법

예선전

30분 경과 시 해당경기 게임 몰수 (6:0 처리)

본선

호명 10분 후

30분 경과 시 해당경기 게임 몰수 (6:0 처리)

○ 대회 신청 마감 후 랭킹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 예선전 조별리그 노-에드, 5:5 타이브레이크 시스템 적용하며 각조 1.2위 본선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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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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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우승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출전함

○ 동호인 지도자 중 (우승자,비우승자)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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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출신 중 (초.중.고.대학) 만70세 이상

○ 2.0~9.0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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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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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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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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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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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인 지도자 중 (우승자,비우승자) 만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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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부 이상 입상 후 만3년 경과자

○ 상대선수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시, 소청을 제기하는 자가 관련자료를 입증하여야 한다.

○ 미스 콜은 인정하지 않는다.

1.0

2.0

○ 기타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KTA 랭킹관리규정과 랭킹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한다.

공통사항

○ 타이브레이크에서의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타임은 사용할 수 없다.

○ 신인부 입상 후 만2년 경과자

○ 본 대회 참가선수는 상기 모든 사항을 승인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본다.

○ 경기 중에는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 타임을 요청 할 수 없고 진행중인 게임이 종료된 후에 요청할 수 있

으며 치료는 팀당 1회 5분간 허용한다. (경기중 메티컬 타임 사용시 1게임을 잃는다)

○ 셀프 저지에서는 (심판이 없는 경기) 아웃인지 인 인지 불확실한 경우, 상대에게 유리하게 콜을 하는 것이

기본(관습)이며, 시합 중 상대 코트에 넘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 풋폴트는 상대선수가 콜을 요할시 1회경고, 2회적발시 진행요원이 심판으로 경기를 참관한다.

○ 워밍업중이거나 경기중에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골절,출혈 등), 팀당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분 초과시는 실격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