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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김은숙 예천/준스포츠 권미경 예천/하나 김민정 울산SG 이성숙 부산

2조 문선경 창원남산.반지수요 안혜숙 양산 정순복 울진죽변 퀸 김미정 상주신화창조 고현미 부산/양+ 김미원 부산미생/양+

3조 최인숙 대구/동그라미.퀸.파스텔.들국화 류성히 대구/여성중앙.티티.46금 이민영 구미/문화 김미영 대구/위너 김문자 부산/잔디, 덕두 김미진 부산/미생,일사천리 잔디A

4조 은현주 대구한울 김명희 대구달국화 이현숙9 부산금강,월요,덕두 이혜원 김해 김상옥 창원목요 잔디B

5조 안명자 창원목요,장유여성 김연희 진해벚꽃 이가영 구미 /위너스,안단테 차철희 구미 /석적강변,양뿔 서연우 목요회.파인.스타. 김주연 다정회.새론.청아. 잔디1

6조 오경희 진량 어울림 김복수 청량클럽.그린 허윤지 대구/준스포츠 김연숙 대구/경대 손선경 양산 하늘 박희영 울산/선바위 잔디2

7조 최경림 밀양/패밀리 박호정 창원/대암 서가형 금강/러브 김은영 대구/미녀,탑,대테클 전성미 대구/미녀,테사자 잔디3

8조 권현주 구미영 최지숙 구미동그라미,북삼 서재희 대구/파스텔 이숙희 부산/화요,미생 변경희 부산/오렌지 잔디4

9조 강미영 부산오렌지 김현자 부산오렌지 장혜경 티파니 이화윤 백합.티파니 이현주 부산/미생 백승희 부산/테사랑 잔디5

10조 김순희 부산/럭키 김경애 부산/미생,꽃바람 김영진 양산천성,하늘 송주영 울산현선회,울산 남희정 대구/나인,두리하나 박연희 대구/나인 클레이1

11조 김현순 부산강서원더 남미선 부산강서원더 공일선 대구/K위너스,아리솔 김진미 대구/다정회,석적강변 이미정 류성자 클레이2

12조 조은정 부산 금강,베스트 김주영 부산/강서원더,해운대어프로치, 이수진 대구퀸 권란희 대구퀸 클레이3

13조 이은영 은하수청아 이은주 하이,이스턴 최하늘 예천/준스포츠,VAMOS 박민정 경주원화 계림 장현숙 창원목요 김해능동 클레이4

14조 양숙경 대구테사랑.화원A 이남경 윈 이소연 부산/나인,미생 이수경 부산/테사랑,아레테 정미희 백합 차수진 파인 화랑에이스 클레이5

15조 김경이 대구테사랑.양* 장인희 K위너스.다정회 임복순 경산또바기,파인 최순혜 개인 양혜인 부산/ 나인 견신행 부산/ 나인 하드1

16조 심화자 김해단디 이경희 김해위드,코닥 손은진 수국, 백합 이선미 수국, 목화, 백합 윤지은 부산럭키/메트로/포르테 이은경 부산나인 잔디A

17조 김정윤 부산/나인,오션 윤미영 부산/나인,김해포르테 김은희 울진/울진여성 김영희 울산/퓨쳐스 이수진 창원/늘푸른.명도 잔디B

18조 박삼순 빅토리ㆍ부산하모니ㆍ부산상록 강혜숙 부산상록 이유진 영주스타 하영미 영주스타 이지영 대구썬,니케,위너 장규남 구미대박,파인 잔디1

19조 구정인 부산미생/정우 김미숙 부산미생,꽃바람 남미경 영주스타 김미남 영주스타 최미희 대구썬 홍혜정 대구썬,달국화 잔디2

20조 한정숙 거제몽돌 설화영 거제몽돌 김도연 대구/파인,들국화,샛별 박경주 대구/썬'.아리솔,라온 박미정 부산 잔디 김갑순 부산 잔디 잔디3

21조 박옥란 포항카라.대림 남경순 대구구사회.아리솔 임은영 울산로타리 손미경 울산로타리 김영희 대구한울..백호 이경선 K위너스.테사랑 잔디4

22조 장현주 대구/여성중앙.은하수.테사자 류상미 파대구/파스텔. 테사자 이정화 부산원더 김영주 장태선 대구/퀸, 동그라미 김춘희 울진/영덕대게 잔디5

23조 이은미 대구탑,러브 김찬미 다정,별빛,임팩트,대테클 이현숙 대구/대구탑,달국화,아리솔 이미연 수성클럽 클레이1

24조 김향경 부산/미생 변주영 부산/미생,나인 이미경 포항 이정란 포항 이영미 상주/신화창조 조수인 클레이2

25조 이나경 김해위드 임회순 양산이팝,클럽매치 임남정 포항카라,미코 이선미 경주 원화 김명숙 이혜숙 대구/티티 클레이3

26조 이혜경 울산둘리 최화정 울산범서 최은주2 포항카라 , 경주원화 박미령 새론 본 클레이4

27조 이은희 대구탑 파인 김춘화 달국화,뮤즈 차진숙 부산금강.장유여성 김미란 부산오렌지.부산월요 안주현 더파란 권오복 울진 클레이5

28조 배현정 부산 오렌지/하모니 백순자 부산 오렌지/하모니 추지은 대구/상록,아레테 김명희 대구/어프로치,아레테 황수연 대구여성중앙.티파니 배은미 한울.여성중앙 신암1

29조 황정란 티파니.은하수.영클럽 구다연 목화,어게인,영클럽 정은경 부산/오렌지,동천 박은향 경산성암 천미경 안동해솔 신암2

30조 이희선 대구/산새, 승리 김순갑 대구/경친회 이보람 부산위너 울산은월 박진옥 부산위너 이종순 이병희 신암3

31조 김제언 울산로타리 남정화 울산로타리 정지현 대구테사랑.티파니.단비 한영희 대구테사랑.k위너스.SSK 양정화 김해위드 이태명 김해위드 신암4

32조 서미애 대구/수국.백합.목화 황보영숙 대구/백합.목화 사공정연 두리하나, F.B 정민애 두리하나, F.B 김남숙 하양그린,코닥 안현숙 자인.달국화.노다지 신암1

33조 김명미 포항 창포, 베스트 황병숙 포항 장성, 비트 이숙희 대구구사회.샛별 배복순 대구구사회.정오회 김재경 달국화 파인 이명희 다사 신암2

34조 황보현욱 대구/두리하나,새론,파스텔 정은실 대구/동그라미,파스텔,49금 김현이 코닥,대구마녀,달국화 정연자 코닥,창원반지대동

35조 조혜선 부산에덴/강서원더 강경아 부산에덴/강서원더/토요회/일사? 송권미 대구/파스텔,금테,오예쓰 류희영 대구/글로벌,금테 박지예 울산/해피 최선미 울산/해피

36조 김주현 부산/럭키,SSK 황윤서 부산/럭키 전희영 대구 파인 스타 이경옥 대구 샛별 파인 전선화 울산;울산클럽,강북 송현아 울산;현선회 양지2

37조 장호숙 샛별 한울 들국화 김동연 샛별,백호,은하수 서경숙 울산uc 이석순 울산로타리 장가영 칠곡북삼 주민경 칠곡북삼 양지3

38조 윤진아 썬 윤수정 부산럭키,월요,포르테 정미경 김해가야,부산잔디 안태선 영주.목화.한클럽ㄴ 이미순 영주.목화.한클럽 양지4

39조 김은화 포항 카라.대림 이혜진 포항카라.미코.그린볼 민태숙 대구미녀,백호,K위너스 임학무 울산 해오름 양지5

40조 배미경 K위너스.새론.여성중앙 송혜영 대구/수국,아리솔 김수지 울산/도담,UC 황정숙 양산/김해진영한울 태정실 부산센텀 양산하늘 조영은 밀양/사포클럽 양지1

41조 임윤정 퀸,파스텔,일밤 류선미 퀸,달국화 김분선 대구구사회.함지TC 민선희 대구구사회 김외영 김해/위드 예태욱 김헤/위드,ssk 양지2

42조 서동숙 대구 동그라미.청아 서효주 대구 다정,청하 김송옥 구미대박,미래 박미영 구미대박 박정란 울산범서클럽,트와이스.현선회 임수임 울산트와이스,UH 양지3

43조 최혜경 샛별,들국화,파스텔 배혜숙 들국화,동그라미 김은경 포항카라,미코, 창포 함선주 포항동해,들꽃 홍정엽 K-위너스.백호 김경도 대구미녀.한울 양지4

44조 이서희 대구퀸,파스텔,들국화 최미주 샛별,구사회 정윤정 구미스카이,상록,위너스 강준경 구미스카이,상록 손혜섭 울산/현선 엄금희 울산/현선 양지5

2

경기순서 : 2-3번, 승자-1번,패자-1번

코트

양지

제5회 늘시원한병원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예선대진표-개나리부

조
1 3

양지1

08시50

10시20

경북대

08시50

신암

10시20

하드1

08시50

10시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