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클럽 성명 클럽 성명 클럽 성명 클럽 성명 클럽 성명 클럽

1조 김일동 울산 일레븐 이정길 울산 일레븐 최종혁 울산/퓨처스 반딧불

2조 임창현 울산/언양 박인규 울산/언양 복정환 부산/인사이드,동맥 우주현 부산/인사이드,마스터즈

3조 윤성하 울산미래 김성진 울산미래 김갑수 온양클럽 김문제 무림피엔피,울산수변 신창수 무천,온양,남테동 정연석 무천,정우회

4조 이근수 개인 이종찬 울산UH 송진호 울산/ 류한열 울산/ 박병진 대구위너스 천지인 팀번개

5조 이호준 유토피아 이유상 학생 김진영 경주/경주 노영민 포항/일심, STA 박승오 은월 이민구 동서

6조 김주표 울산 나비 손병영 울산 나비 최오철 달천 신현태 달천 배기훈 대구탑,알파,k2 8

7조 임재언 울산 청량 강종민 울산 청량 김건우 대구/한클럽, 초우회 임태진 /테라 권호성 부산/조은강산/히트 9

8조 최영철 울산 문수 정문섭 울산 만우 김광섭 부산/덕두 이호섭 부산/덕두 이두호 양산/금오

9조 강구용 울산 탑스핀 임광복 울산 로코 이상현 김해/김해불나비,부산불나비 김효희 부산 마스터즈 금화 남형규 부산 금화 오늘내일

10조 정재석 울산테니아 한동기 울산테니아 이치훈 범서/82피플/교우 양원철 범서/82피플/반딧불 안선호 김해금병/부산위너

11조 서동범 UTC 송병도 UTC 홍두혁 울산/퓨쳐스,도찐개찐 신상일 와우/부산반도/동맥 허세찬 비아 12

12조 장재호 울산/신우 이상경 울산/신우 김민중 센텀클럽/해단모/와우 오영진 No.1/올리브 오성식 대구/테우회,드림,테누리 김제한 대구/테우회 13

13조 조현준 울산/한라클럽 이정희 울산/한라클럽 최명식 울산범서 박성호 울산범서 배준한 개인

14조 박보성 울산/문수클럽 김호한 울산/문수클럽 명충식 창원대암 최성욱 대암/창원FL

15조 박진수 울산/울산 박주형 울산/울산 구측근 울산달천클럽 조선희 울산달천클럽 김혁주 부산와우/센텀 고강혁 부산와우/센텀/위드

16조 하종우 미래 유흥구 한라 주도선 울산/온산클럽 임화용 청솔/금테 16

17조 정용수 울산/유토피아 장동일 울산/ACE 박영삼 울산 ,학테모 김원경 학테모 김창호 부산/해송 김형식 부산/해송,팀아제라 17

18조 김광식 울산/퓨쳐스 황문태 울산 /퓨쳐스 이홍석 부산/효원, 동백, 해단모 구은성 부산/sp한결,해송,아제라 김영민 대구탑.F1

19조 김현서 울산/도담 이범우 울산/도담 최병욱 부산/해송 정진수 부산/해송 박시영 대구/단테문화

20조 허성준 울산 로코 이상승 울산 늘푸른 최창훈 온누리 배훈 부산/수정클럽

21조 김재영 울산/둘리 김우연 울산/둘리 김찬우 울산/티홀릭 이동민 울산/해피 조재준 부산 베스트/신세계/다대 위진환 부산베스트 20

22조 도기호 울산/테라 우진용 울산/테라 박병국 창원/남산,장유/모던 한두헌 장유/모던 이시경 부산/인사이드 남우동 부산/인사이드

23조 서정균 울산/아산클럽 이혁준 울산/아산클럽 이정호 부산해송 김규진 양산하북 차용덕 양산하북

24조 류대근 울산-/한마음 서성일 울산범서 김동규 울산/도담 배종탁 울산/도담 이상화 부산/용두산 최봉제 부산/용두산

25조 이국현 현우 이병문 현우 박병영 창원늘푸른 박석순 진해해양 대기

26조 김재승 울산/서울산 이상우 울산/서울산 백성대 부산/한울클럽

27조 박승섭 울산/탑스핀 문병철 대구/단디 신철 부산 하나 장성무 창원 천자봉 김인기 밀양/10만회

28조 정진민 울산/UOU 양창섭 울산/UOU 김병채 울산/반딧불 서도현 울산/학테모 박재현 부산동맥, 박준 부산동맥

29조 박순원 울산/문수클럽 조석배 울산/문수클럽 홍성진 경주 월성에이스 정성길 경주 월성에이스 오경수 부산/해송

30조 김도현 울산일레븐 엄운영 울산둘리 우성협 울산 유토피아 조덕현 울산 유토피아 박준효 부산 비아 신준영 부산대 어프로치

31조 김영우 울산/ags,둘리,반딧불 김명우 울산클럽 오영식 통도클럽 서울산 김창주 통도클럽 김원규 부산/선수촌3 우기웅 부산/청파,한새벌

32조 박준곤 울산/더불어 김익형 더불어 부상진 창원/남산 김성진 김해/개인 김선홍 STS,포항일심 윤남영 포항일심

33조 최형택 울산 팽성욱 울산 조용태 울산/퓨쳐스,일레븐 권광정 울산/퓨쳐스 김종민 부산금천 이병도 부산금천

34조 정형태 울산 현우클럽 신용정 현우클럽 예상열 양산/우리, 류지훈 양산/우리 조익래 울산/달천 강철모 울산/달천

35조 최정호 울산 천마클럽 이호 울산 천마클럽 서대교 반딧불 권병오 반딧불.은월 이재용 즐테모 류지훈 즐테모 7

36조 서광섭 울산/현우클럽 이준철 울산/현우클럽 김종호 부산/엘지메트로 1 이양기 부산/엘지메트로 2 서영복 대구구팔.손사,팀화원 8

37조 이소룡 울산/ UH TAIM 김형빈 부산/ TAIM 최재영 울산/서울산/유곡/학테모 배병호 울산/유곡 대기

38조 박진철 울산 온누리 정상훈 울한 한라 김경태 경주계림.포항일심 임대현 경산/한마음 김태형 부산/정관 T&T 최완진 부산/정관 T&T

39조 이상훈 언양 조은강산 김창근 울산 최우진 양산/황산 심철훈 양산/남양산 정재홍 대구/여명,명인

40조 김이종 울산 클럽 김대한 울산 클럽 서천용 울산/티홀릭 김정업 부산/개인 박대영 부산/개인

41조 박현승 울산/강북 정진규 울산/강북 권만진 울산 신봉현 울산 이충현 부산/불나비,청춘불패 박홍철 부산/청춘불패,베스트

42조 박진호 울산/일레븐 강기택 울산/울산 하철현 부산/해동클럽 천창원 울진죽변 울산온산 김성도 양산/웅상클럽

43조 전성근 울산로코 김준경 울산로코 변정석 양산나이스 박범열 양산나이스 강봉명 부산 그리힐 정우람 부산 그리힐

44조 배수한 울산/해피 박주용 울산/해피 이상승 울산미래 김범룡 울산UH 국동구 김해하모니

45조 조민호 울산/교우,반딧불 김민식 울산/아산,반딧불 김세윤 울산/ 달천 클럽 권도형 울산/ 달천 클럽 임진근 부산/해동 안인모 부산/해동

46조 임종철 울산달천 서병은 울산달천 김원철 울산/호안회,UH 이미정 울산 개인 김정우 부산/BTC,어프로치 김봉수 부산/BTC,청춘

47조 김대원 울산/유곡테니스 민수근 울산/일레븐 최영화 밀양/한우리 김현수 밀양/한우리 이종흔 부산비아 7

48조 권종철 울산/티홀릭 김길훈 울산/티홀릭 국용철 울산, 강북 박재윤 양산 남양산클럽 8

야
음
테
니
스
장

1-2

3-4

5-6

상
안
테
니
스
장

1-2

3-4

5-6

문
수
테
니
스
장

5

6-7

10-11

14-15

18-19

21-22

제3회 프리미엄에셋배 영남권동호인테니스대회 전국신인부 예선대진표

구분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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