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ADIDAS OPEN 전국아마추어테니스대회  

◆ 일 시 : 2019년 5월 11일 (토) ~ 7월 14일 (일) 

◆ 장 소 : 올림픽공원, 구리, 부천, 안양, 수원, 열우물, 대구, 부산, 김해 

 

구분 종목 일시 장소 예상팀수 

서울 / 경기 

국화부 5월 23일 목요일 구리/부천 168 

개나리부 
5월 24일 금요일 구리/부천 180 

6월 21일 금요일 부천 54 

통합신인부 

5월 25일 토요일 구리/부천 180 

6월  6일 목요일 안양/열우물 216 

6월 16일 일요일 수원 132 

6월 23일 일요일 구리 90 

통합오픈부 5월 26일 일요일 구리/부천 180 

혼합복식부 
6월  16일 일요일 열우물 108 

6월 22일 토요일 구리 108 

2030 아디클럽부 7월 13일 토요일 올림픽공원 남86 / 여60 

대학부 단체전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공원 남32 / 여16 

지도자부 6월 22일 토요일 부천 60 

지역 

대구 

(경북) 

지역신인부 5월 18일 토요일 

대구유니버시아드/대구두류코트 

72 

개나리부 5월 29일 수요일 72 

통합신인부 5월 11일 토요일 72 

혼합복식부 5월 12일 일요일 72 

부산 

(경남) 
지역신인부 6월  2일 일요일 부산/김해 120 

결선 
지역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각 지역 별 1~2팀 결선 진출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 각 부서 8강, 대학부 단체전 및 시상식 진행 

 

◆ 주 최 : 코리아오픈 조직위원회, 아디다스코리아 (adidas) 
◆ 주 관 : JSM (제이에스매니지먼트) 
◆ 후 원 : 아디다스코리아 (adidas) 
◆ 사 용 구 : DUNLOP ATP CHAMPIONSHIP 
◆ 참 가 비 : 개인복식 팀당 60,000원 (팀 당 주니어 육성기금 10,000원 포함) 

- 단, 2030 아디클럽부 참가자는 팀당 50,000원 (주니어 육성기금 없음) 
◆ 참가상품 : adidas 티셔츠 (대학단체부는 테니스 볼 1BOX) / 코리아오픈 1인당 14만원 관람권 (월~금 6매 / 토~일 4매) 
◆ 신청기간 : 각 부서별 대회 시작일 5일 전 마감 
◆ 참가신청 

- 인터넷 신청 (www.jsmkr.com) JSM 참가신청 페이지 
- 본인명의로 송금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참가신청페이지에 기입한 입금자명으로 정확하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마감에 따라 신청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미 입금 시 출전불가) 
- 대학부의 경우 대학부 요강의 별도의 참가신청 방법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수불가) 
- 참가 팀 수 미달 종목 발생 시 코트 사정에 따라 추가접수 가능 
- 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및 천재지변으로 대회가 연기될 경우, 참가비 환불은 없으며 참가 기념품으로 제공 
- 동일부서 중복신청 불가 (단, 개나리부, 신인부, 혼합복식부 결선 미진출자에 한하여 잔여일정 中 중복출전 가능) 

◆ 문의처: 요강관련 – 각 부서별 담당자 / 대회관련 – JSM 02-418-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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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DIDAS OPEN 전국아마추어테니스대회 

대학부 단체전 요강 

주 최 코리아오픈조직위원회, 아디다스코리아 (adidas) 

주 관 JSM (제이에스매니지먼트) 

후 원 아디다스코리아 (adidas) 

경기일자 2019년 7월 13일(토) ~ 7월 14일(일) 

경기장소 서울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종 목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2종목 (남32팀, 여16팀) ※ 팀 수 미달 시 동일 학교에서 복수 팀 출전 가능 

참 가 비 100,000원 (10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790802 - 04 - 142306 최영석 

신청기간 4월 22일(월) ~ 7월 6일(토) (참가비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JSM홈페이지 www.jsmkr.com) 
2. www.jsmkr.com 공지사항 페이지에 있는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3. 이메일 주소 : jsmtennis@hanmail.net 
※ 이메일 송부시 - 제목 : [아디다스오픈] (학교명) (남대부/여대부) 단체전 신청 

문 의 처 JSM 02-418-8688 

참가기념품 
- 테니스 볼 1BOX (단체전 1 팀 당) 
- 코리아오픈 50만원 상당 관람권 (월~금 20매/ 토, 일 16매) 

경기방식 

- 토너먼트 (예선리그 없음) 
- 3복식 오더제 
- 7월 13일(토) 09:00 대진표 편성 후 경기진행 
- 6게임 - 1세트 매치, 6:6 타이브레이크 노애드 시스템으로 한다. 

선수구성 

- 엔트리 8명 (후보선수포함) 
- 아마추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졸업생 
- 구성은 후보 포함 같은 소속 대학 학생(혹은 졸업생) 최소 6명, 최대8명까지 신청가능 
- 만 30세 이상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은 졸업생으로 간주 
- 평생교육원생, 사이버대학생은 졸업생으로 간주 
- 전국단위 동호인대회 입상자 (비랭킹 제외), 초중등 선수출신, 대학원생, 졸업생은 후보  
포함 팀당 최대 2명 허용 
- 고등학교 이상 선수 출신 참가 불가 
- 전국단위 동호인대회 입상자 기준은 우승 또는 준우승 

시상내역 
- 우    승 : 2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 준 우 승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TBD) 
- 공동 3위 :  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TBD) 

기타 

- 대회당일 참가 선수는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필히 지참해야 한다. 
- 출전 시간 10분 경과 후에도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 한다. 
-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대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주최 측에서 일정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선수는 개인별로 생활체육 공제 보험에 가입을 권장하며 경기 중 부상 시 대회 본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부정 선수 발견 시 해당 팀은 기권 처리한다. 
※ 경기 일정 및 일부 대회 요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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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통합신인부  

우승 
. 4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 부상- 100만원상당 코리아오픈 AdiClub 투어권 

준우승 . 2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개나리부 

우승 
. 3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 부상- 100만원상당 코리아오픈 AdiClub 투어권 

준우승 . 1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국화부 

우승 
. 2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 부상- 100만원상당 코리아오픈 AdiClub 투어권 

준우승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2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혼합복식부 

우승 
. 2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 부상- 100만원상당 코리아오픈 AdiClub 투어권 

준우승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2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통합오픈부 

우승 
. 2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 부상- 100만원상당 코리아오픈 AdiClub 투어권 

준우승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2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지도자부 

우승 . 2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준우승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2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남‧여 대학부 단체전 

우승 . 2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준우승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2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2030 아디클럽 남자부 

우승 
. 2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 부상- 100만원상당 코리아오픈 AdiClub 투어권 

준우승 . 10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4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2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2030 아디클럽 여자부 

우승 
. 1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아디다스 상품 매장방문) 
. 부상- 100만원상당 코리아오픈 AdiClub 투어권 

준우승 . 8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4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2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대구(경북) 지역신인부, 부산(경남) 지역신인부 

우승 . 15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준우승 . 8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3위 . 4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및 도자기 상패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동 8강 . 20만원 상당 아디다스 상품 (상품 지급방법 추후공지) 

공통 사항 

▷ 특별상 - 최다참가클럽상, 스텔라상(베스트트레서), 매너상, 봉사상 수여 
▷ 우승팀은 아디다스 매장 방문을 통해 상품을 수령 (방문가능 날짜 및 지점 입상자 개별안내 예정) 
▷ 우승팀을 제외한 준우승, 공동 3위, 공동 8강팀의 상품 지급방법은 추후 공지예정 
▷ 각 지역신인부의 상품 지급방법 추후 공지예정 
▷ 시상품의 종류 및 사이즈는 아디다스가 준비한 내용으로 랜덤하게 전달되며, 사이즈 교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구지역 서울 출전 선수 중 8강 선수에게는 던롭볼 1BOX 추가 시상 
※ 상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diClub투어권 부상 세부 내용 

▷ 코리아오픈 VIP 2인 관람권 (관람희망일자 선택) 
▷ 대회공식호텔 1박 숙박권 (롯데호텔월드 / 2인 / 조식포함 / 관람일 전일 숙박) 
▷ 관람 당일 ‘호텔 – 코트’ 공식차량 의전서비스 
▷ 선수식당 식사권 2매 (관람 당일 이용가능) 
▷ AdiClub Pakage (코리아오픈기념티셔츠+모자+프로그램북)  
※ 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회요강 및 경기 운영에 관한 문의처 

지역별 팀장 명단 

SUPERVISOR 최현정(ITF국제심판) 010-9118-3155 

올림픽코트 본부 

운영팀장 
SUPERVISOR  

최현정 010-9118-3155 

안양 종합운동장 
경기 운영팀장 

박찬원 010-3772-6598 

부천 종합운동장 
경기 운영팀장 

성영란 010-5541-0213 
수원 지역 

경기 운영팀장 
서해정 010-3021-6547 

구리 지역 
경기 운영팀장 

이선자 010-5383-7543 
인천 지역 

경기 운영팀장 
김경수 010-3538-1131 

경북(대구) 
경기 운영팀장 

김건화 010-3519-4289 
경남(부산) 

경기 운영팀장 
김옥순 010-5531-4741 

부서별 경기 운영 명단 

전체 부서 책임자 서영익 010-4267-6228 

국화부 윤해경 010-8569-1803 통합오픈부 
박찬원 010-3772-6598 

서영익 010-4267-6228 

개나리부 정귀녀 010-2760-0805 통합신인부 최인미 010-2264-0620 

혼합복식부 성영란 010-5541-0213 
2030 

아디클럽부 

홍혜진 010-7572-3252 

한은성 010-9163-0941 

경북(대구) 
지역신인부 

김보형 010-6568-5844 

김연옥 010-9520-0581 

유윤한 010-9301-5326 

경남(부산) 
지역신인부 

김옥순 010-5531-4741 

한성숙 010-4525-4395 

지도자부 
이광희 010-3047-0753 

서영익 010-4267-6228 
대학부 

이선자 010-5383-7543 

한은성 010-9163-0941 

 

 

 

 

 

 

 

 

 

 



◆ 종목별 참가자격 및 세부내용 

구분 참가자격 

혼합 
복식부 

출전 
자격 

▷ 남여 순수 동호인 (연령 제한없음) 
▷ 만 40세 이상 여자 선수출신 
▷ 만 55세 이상 남자 일반지도자 
▷ 남자 전, 현직 선수출신 출전 불가 

페어 
조건 

▷ 2010년 이후 혼합 복식 우승자 분리출전 (비랭킹 대회 포함) 

 
남자 여자 

- 순수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 개나리부 비입상자 

- 만 55세 이상 일반지도자 5회 이상 우승자 
- 순수동호인 4회 우승자 

- 개나리부 입상자 
- 국화부 비입상자 

- 순수동호인 만 50세 이상 5회 이상 우승자 
- 만 55세 이상 일반지도자 3, 4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3회 우승자 

- 국화부 비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0세 이상 4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5세 이상 5회 이상 우승자 
- 만 55세 이상 일반지도자 1, 2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2회 우승자 

- 국화부 1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0세 이상 3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5세 이상 4회 우승자 
- 만 55세 이상 일반지도자 비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7세 이상 5회 이상 우승자 
- 순수동호인 1회 우승자 

- 국화부 2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0세 이상 2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5세 이상 3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7세 이상 4회 우승자 
- 만 60세 이상 일반지도자 비우승자 
- 순수동호인 입상자(신인부 포함) 

- 국화부 3,4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0세 이상 1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5세 이상 2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7세 이상 3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60세 이상 5회 이상 우승자 
- 만 65세 이상 일반지도자 비우승자 
- 순수동호인 비입상자 (신인부 포함) 

- 국화부 5회 이상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50세 이상 입상자 
- 순수동호인 만 55세 이상 1회 우승자 (입상 3회 이상은 1회 우승) 
- 순수동호인 만 57세 이상 1, 2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60세 이상 3, 4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비입상자 (신인부 포함) 

- 여자 선수출신 만 40세 이상 
(합산나이 95세 이상) 

- 순수동호인 만 55세 이상 입상자 (2회까지) 
- 순수동호인 만 60세 이상 1, 2회 우승자 
- 순수동호인 만 65세 이상 5회 이상 우승자 
 

▷ 혼합복식 우승자(비랭킹 대회 포함)는 각부 4회이상 우승자와 페어불가(65세 이상은 자격제한 없음) 
▷ 신인부 우승은 우승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1회 우승으로 산정 
▷ 각 랭킹단체 우승자 대우자 = 1회 우승자 
▷ 2015년 이전 1회 우승자(우승 연도 해제자) = 입상자  
▷ 우승 및 입상 횟수는 각 랭킹단체와 아디다스 오픈을 포함하여 산정 

결선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입금처 
서울/경기: 신한은행 110 - 389 - 033791 이영화 
대구: 하나은행 154 - 910329 - 99707 이영화 

문의처 성영란 010-5541-0213 



개나리부 

출전 
자격 

▷ 여자 순수 동호인 (연령 제한없음) 
▷ 각 랭킹단체, 아디다스 오픈 개나리부 비 우승자 
▷ 전, 현직 선수출신, 일반지도자 출전 불가, 생체 우승자(국화부로 출전 가능) 출전 불가 

페어 

조건 
▷ 출전 자격과 동일 

결선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입금처 
서울/경기: 신한은행 110 - 119 - 842464 김재관 
대구: 신한은행 110 - 438 - 802307 이선자 

문의처 정귀녀 010-2760-0805 

국화부 

출전 

자격 

▷ 여자 순수 동호인 (연령 제한 없음) 
▷ 3그룹이상 3개 랭킹단체, 아디다스오픈 개나리부 우승자 
▷ 선수출신 참가 가능(아래 내용 참조), 현역선수 출전 불가 
▷ 만 30세 이상 초등학교 연식선수 출신 
▷ 만 40세이상 일반지도자, 초등학교 선수출신, 중학교 연식선수 출신 
▷ 만 50세이상 중학교 선수출신, 고등학교 연식선수 출신 
▷ 만 55세이상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페어 
조건 

선수 1 선수 2 

 - 1회 우승자 

- 1회 우승자 

- 6회이상 입상자 및 비우승자 

- 우승자 연도 해제자 

- 우승자 대우 해제자 

- 우승자 대우자 

 - 2회 우승자 - 5회이하 입상자 및 비우승자 

 - 3회 우승자 - 4회이하 입상자 및 비우승자 

 - 4회 우승자   - 3회이하 입상자 및 비우승자 

 - 5회 이상 우승자 - 비입상자 및 비우승자 

 - 선수 출신 및 일반지도자 
- 비입상자 및 비우승자 

- 55세이상 

 

▷ 우승연도 해제자가 우승한 경우 2회 우승자로 함 
▷ 2015년도 이전 1회 우승자 = 우승연도 해제자 
▷ 2회 이상 우승자는 우승 연도 해제 없음 
▷ 우승 및 우승 횟수는 각 랭킹 단체와 아디다스 오픈을 포함하여 산정 

결선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입금처 신한은행 110 - 327 - 715921 이영화 

문의처 윤해경 010-8569-1803 



경북 

지역 

신인부 

(대구) 

출전 

자격 

▷ 만 20세이상(1999년생) 순수 동호인 (경상북도 및 대구 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직장인) 

▷ 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직장인은 근무지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지참 (상대 선수 요청 시 제시) 

▷ 지역신인부 역대 입상자(랭킹대회, 비랭킹 대회, 아디다스 포함)는 파트너 분리출전 가능, 우승자는 출전 불가  

(구장배는 제외) 

▷ 초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출전 불가 (정구포함) 

결선 ▷ 당일 진행 및 당일 시상 

입금처 농협은행 016 - 02 - 306754 이영화 

문의처 김보형 010-6568-5844 / 김연옥 010-9520-0581 

경남 

지역 

신인부 

(부산 김해) 

출전 

자격 

▷ 만 20세이상(1999년생) 순수 동호인 (경상남도 및 부산, 울산, 창원 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직장인) 

▷ 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직장인은 근무지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지참 (상대 선수 요청 시 제시) 

▷ 지역신인부 역대 입상자(랭킹대회, 비랭킹 대회, 아디다스 포함)는 파트너 분리출전 가능, 우승자는 출전 불가  

(구장배는 제외) 

▷ 초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출전 불가 (정구포함) 

결선 ▷ 당일 진행 및 당일 시상 

입금처 국민은행 478702 - 01 - 137641 이영화 

문의처 김옥순 010-5531-4741 / 한성숙 010-4525-4395 

통합 
신인부 

출전 
자격 

▷ 남자 순수 동호인 (연령 제한없음) 

▷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참가 불가 

▷ 신인부, 오픈부 이상 우승자는 연도에 관계없이 참가불가 

▷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가 신인부에서 우승할 경우 참가불가 

페어 

조건 

▷ 신인부 우승 경력 없는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 순수 비우승자 

▷ 신인부 우승 경력 없는 순수 베테랑부 2회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 순수 비우승자 

▷ 순수 비우승자 + 순수 비우승자 

페어조건 파트너 합산 3.0 이하 

2 

- 신인부 우승경력 없는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 신인부 우승 경력 없는 순수 베테랑부 2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 만 1년간 타 단체 포함 3회 이상 입상자(소급적용) +순수 비우승자 

1 - 2.0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상 20세이상(1999년생) 남자 순수 동호인 

- 선수출신, 동호인지도자 참가불가 

- 신인부, 오픈부 이상 우승자는 연도에 관계없이 출전불가 

-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가 신인부에서 우승할 경우 출전불가 

공통사항 

▷ 우승 횟수는 각 랭킹단체와 아디다스 오픈을 포함하여 산정 

결선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입금처 
서울: 신한은행 110 - 473 - 388980 김재관 
대구: 신한은행 110 - 327 - 573428 이영화 

문의처 최인미 010-2264-0620 



통합 

오픈부 

출전 

자격 

<청년부> 
▷ 순수 동호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만 35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연식포함), 동호인 지도자 
▷ 만 40세 이상 중학교 선수출신 (연식포함) 
▷ 만 45세 이상 고등학교 선수출신 (연식포함) 
▷ 만 50세 이상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연식제외) 
<장년부> 
▷ 만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만 45세 이상 초등학교선수출신 (연식포함), 동호인 지도자 
▷ 만 50세 이상 중학교선수출신 (연식포함)  
▷ 만 55세 이상 고등학교선수출신 (연식포함) 
▷ 만 60세 이상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연식제외) 
※ 단, 선수 출신 및 일반지도자의 경우 파트너와 합산 나이 규정을 적용함 

페어 
조건 

▷ 청년부 + 장년부(베테랑부), 장년부 + 장년부(베테랑부) 
▷ 청년부 비우승자 + 청년부 비우승자 페어 가능 
▷ 선수 출신 및 동호인 지도자간 파트너 불가 
▷ 신인부 우승 횟수는 우승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왕중왕부 우승은 우승 횟수 2회로 산정 
▷ 우승, 입상 횟수는 각 랭킹단체와 아디다스 오픈을 포함하여 산정 

▷ 2회 이상 우승자는 우승 연도해제 없음 

페어 

조건 

<페어 합산 점수 10점이하 출전 가능> 

※ Age Incentive 
▷동호인 지도자 
만 50세 이상 1점 차감 
만 60세 이상 2점 차감 

▷순수 동호인 
만 50세 이상 1점 차감 
만 55세 이상 2점 차감 
만 60세 이상 3점 차감 

※ 단, 선수 출신 및 동호인 지도자의 경우 파트너와 합산 나이 규정을 적용함. 
▷초, 중등선수 출신 및 동호인 지도자: 합산나이 만 90세 
▷고등선수 출신: 합산 나이 만 95세 
▷대학이상 선수 출신: 합산나이 만 100세 

선수 
등급 

9 대학이상 선수 출신 

8 중, 고등 선수 출신 

7 
1. 초등 선수 출신 
2. 동호인 지도자 
3.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6 동호인 3~4회 우승자 

5 동호인 2회 우승자 

4 동호인 1회 우승자 

3 신인부 우승자 

2 신인부, 오픈부, 베테랑부 입상자 

1 
1. 비입상자 
2. 65세 이상 동호인 

결선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입금처 신한은행 110 - 327 - 572835 이영화 

문의처 박찬원 010-3772-6598 / 서영익 010-4267-6228 



2030 

아디클럽부 

출전 
자격 

▷ 만 20세~만 39세로 랭킹단체 입상경력이 없는 자 
▷ 주민등록상 1999년도 7월 13일~1979년 7월 14일까지 출전가능 
▷ 입상경력이란 랭킹 단체 및 아디다스오픈 포함 8강 이상자 (단식 입상자 출전불가), 그 외 모든 비랭킹  

대회의 입상경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선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입금처 신한은행 110 - 473 - 388980 김재관 

문의처 홍혜진 010-7572-3252 

대학부 

단체전 

출전 
자격 

▷ 아마추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졸업생 
▷ 구성은 후보 포함 같은 소속 대학 학생(혹은 졸업생) 최소 6명, 최대8명까지 신청가능 
▷ 만 30세 이상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은 졸업생으로 간주 
▷ 평생교육원생, 사이버대학생은 졸업생으로 간주 
▷ 전국단위 동호인대회 입상자(비랭킹 제외), 초중등 선수출신, 대학원생, 졸업생은 후보 포함 팀당 최대 2명 허용 

(전국단위 동호인대회 입상자 기준은 우승 또는 준우승) 
▷ 고등학교 이상 선수 출신 참가 불가 

기타 
내용 

▷ 대회당일 참가 선수는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필히 지참해야 한다. 
▷ 출전 시간 10분 경과 후에도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 한다. 
▷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대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주최 측에서 일정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선수는 개인별로 생활체육 공제보험에 가입을 권장하며 경기 중 부상 시 대회본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부정 선수 발견 시 해당 팀은 기권 처리한다. 
※ 경기 일정 및 일부 대회 요강은 변경될 수 있음. 

결선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입금처 국민은행 790802 - 04 - 142306 최영석 

문의처 JSM 02-418-8688 / 이선자 010-5383-7543 

지도자부 

출전 
자격 

▷ 만 20세 이상 남자 선수 출신 및 동호인 
▷ 2019년도 대한테니스협회 선수 등록자 출전 불가 

페어 

조건 

▷ 선수 + 비선수 
▷ 지도자부 우승자 분리 출전 
▷ 우승자 + 비우승자, 비우승자 + 비우승자 
▷ 우승 여부는 각 랭킹단체와 아디다스 오픈을 포함하여 산정 
▷ 만 20세 이상 대한테니스협회 등록 선수 제외 

우승자 비 우승자 

- 실업 선수 출신 
- 고교이상 선수 출신 우승자 
- 2015년도 이후 우승자 

- 중등이하 선수 출신 
- 2015년 이전 우승자 
- 만 50세이상 일반지도자, 우승자 포함 
- 일반 지도자 
- 순수 동호인 

 

결선 7월 14일 일요일 올림픽코트 

입금처 농협은행 216021 - 52 - 135884 성영란 

문의처 서영익 010-4267-6228 / 이광희 010-3047-0753 



공통 

사항 

▶ 우승자 및 입상횟수는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각 단체가 인정하는 우승자 및 역대 아디다스 오픈 입상 및 

우승자를 말한다. 

▶ 단, 신인부 우승 횟수는 통합오픈부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 왕중왕부 우승 횟수는 2회로 산정한다. (오픈부 · 혼합복식부 적용) 

▶ 우승 및 입상 횟수는 2010년부터 2019년 우승횟수를 필요로 하는 부서 개시일 3주전까지 산정.  

(아디다스 성적 반영) 

▶ 연도 해제기준은 2015년도 이전 우승을 말한다. 연도 해제는 1회 우승자만이 해당 된다. 연도 해제자는 

  선수 등급에서 1점씩 차감산정 한다.  

▶ 미스콜은 적용하지 않는다.  

▶ 동일부서 중복신청 불가 (단, 개나리, 신인, 혼합복식부 결선 미진출자에 한하여 잔여일정 中 중복출전 가능) 

▶ 2030아디클럽부 출전선수는 대회장 참가확인 시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참가불가) 

▶ 부서 별 연령기준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만 나이로 적용한다. 

▶ 참가선수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선수에 대한 자격판정은 대회본부에서 결정한다. 

▶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거나 대회 주최 측 및 선수, 관중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극히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 식사시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다. 

▶ 모든 경기는 본 대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대회조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참가선수는 생활체육공제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사전에 대회본부에 신고하지 않은 지병으 

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참가 팀 수에 따라 결선 진출 팀 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따른다. 

▶ 결선 당일 우천 시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경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 마스크 착용 등 테니스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복장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진행 

방식 

<2030아디클럽부와 대학부를 제외한 전 부서의 경기진행 방식> 

▶ 예선은 조별리그 후 조1, 2위가 본선 진출하여 토너먼트로 한다. 

▶ 예선 조 편성은 주최 측에서 한다. 

▶ 예선리그 성적 우선순위 

1) 승률 
2) 2팀 간 동률시 승자 승 
3) 3팀 간 동률시 3팀 간 득실 게임차 
4) 득실차가 같은 경우, 추첨 

▶ 예선, 본선 경기는 6게임-1세트, 5:5 타이브레이크, 노 애드 시스템으로 한다. 

▶ 본선 8강부터는 6게임-1세트, 6:6 타이브레이크 노 애드 시스템으로 한다. 

<2030아디클럽부의 경기진행 방식> 

▶ 남자부, 여자부 1회전부터 토너먼트 방식 

▶ 6게임-1세트, 6:6 타이브레이크 노 애드 시스템으로 한다. 

<공통 경기진행 방식> 

▶ 경기 중 부상, 경련 등 메디컬 타임을 요청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분간 허용하고 5분이 경과 할 경우 기권  

처리 한다. 

▶ 출전 선수가 코트 호명 후 15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시 기권 처리한다. 

▶ 모든 경기 룰은 ITF (국제테니스연맹)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019 adidas open Tournament Director. Younghwa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