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클럽 성명 클럽 성명 클럽 성명 클럽 성명 클럽 성명 클럽

1조 박지예 울산/해피 박윤미 울산/UC 이지민 부산미생/코닥/잔디

2조 김민선 울산/청량클럽 김미애 울산/청량클럽 박미령 대구새론 이선미 대구수국, 백합, 정다운

3조 김다올 울산/윈디 김지애 울산/청량 이수진 창원/늘푸른.명도 이지영 대구/썬,니케 변주영 부산나인, 잔디 이향경 부산미섕

4조 이경연 울산/청량클럽 김주라 울산/청량클럽 최진선 양산/하늘 윤소영 양산/하늘 문순희 부산나인 베스트 김갑순 잔디 베스트

5조 김명희 울산 더불어클럽 한성미 울산 더불어클럽 예경희 대구 목화,파인,한울 김정은5 진량어울림 최다혜 부산오렌지 변경희 부산오렌지

6조 김윤미 울산/온산 정현지 울산/진우,윈디 양혜인 부산/나인 서가형 부산/강서원더,러브,스마일 라숙임 김해진영한울 장순애 김해진영한울

7조 손혜섭 울산 현선 엄금희 울산 현선 남선화 울산로타리,범서 김명화 울산로타리,달천 김미영 김해진영한울 황정숙 김해진영한울

8조 구제숙 울산/현선회 박근영 울산/현선회 김혜민 양산/하늘 김수지 울산/UC 김진희 부산/하나 이미경 부산/그린힐

9조 한보배 울산/퓨처스 김수경 울산/퓨처스 박민정 경주원화,계림 국향 김재경 대구 달국화 이현주 부산/금강,월요 조내영 부산/동래럭키,월요

10조 김영희 울산퓨쳐스 주윤하 울산 진우,신우 태정실 부산센텀 /양산하늘 김지영 부산 김영경 대구

11조 이주연 로타리 엄혜정 현선회 박혜빈 양산하늘 이민희 양산하늘 이화연 부산오렌지 정은경 부산오렌지

12조 이석순 울산/로타리,일레븐 김경애 부산/미생,꽃바람 김문자 부산/잔디, 덕두 이혜원 김해 한희진 울산/서울산클럽 김주연 울산/서울산클럽

13조 박정란 울산범서클럽,트와이스.현선회 송현아 울산현선회,트와이스 김태현 울산/UC, 퓨처스 오수현 울산/로타리 김자경 양산/이팝 박혜정 양산/이팝

14조 이현미 울산 로타리 송경희 울산 로타리 장소목 양산하늘/스마일 최예슬 울산진우/히트 오윤경 강서원더 조혜선 부산/강서원더

15조 조현지 울산/로코, 도담 김지연 울산/현선회 김미란 부산/월요 박수연 무 김명희 양산목련,대우마리나 남효정 부산 미생,양산대우마리나

16조 이윤정 울산로타리 박은경 경주계림 김경란 마산오투썬 이숙희 미생 16

17조 이성숙 울산언양 양정화 김해 위드 박미옥 양산 이팝 송윤서 양산 이팝 17

18조 강나리 울산/해피 전혜원 울산/진우 김현숙 울진 이은경 동해 이미경 부산/그린힐 18

19조 김보배 울산/서울산 김선이 신유진 부산/꽃바람,스마일 이령주 부산/꽃바람,스마일 이회경 창원목요.마산여원.SSK 박호정 창원목요.대암 19

20조 최병란 울산/UC 채호정 울산/현선회 윤수현 경주/월성에이스 이주영 경주/테사회 김경은 대도 하늘 천성클럽 박다윤 양산 하늘 천성클럽 20

21조 권수옥 울산/해피 이경임 울산/해피 홍상희 남양산,하늘 박경순 남양산,하늘 강정미 부산/대도 양산/하늘 21

22조 차현주 성원 김태희 엔돌핀 김제언 울산/로타리 김주현 부산/럭키,해송,ssk 강혜숙 부산상록 김길주 부산상록 22

23조 손준희 울산옥동한마음 손미경 울산로타리 옥동한마음 정호연 양산하늘/남양산 이체윤 양산하늘/부산대도 김현자 오렌지,수령 최은서 오렌지,이기대 1

24조 채유정 울산 진우 범서 이남희 울산 진우 범서 황서진 남미선 양산하북 /양산목련 김명희 해운대어프로치 아레테 신수연 해운대어프로치 아레테 2

25조 이혜경 울산/둘리 서경숙 울산/UC,드림,신우 김성희 김해능동 장현숙 김해능동.창원목요 강미영 부산 장인선 부산금강 3

26조 김태은 울산/온산 진우 김순영 울산/온산 진우 이윤정 부산나인 에브리원 안옥희 부산오렌지,해운대어프로치 신혜림 김해위드 김외영 김해위드, 밀양 4

27조 홍예린 울산/진우 8090레고 백은비 울산/둘리 8090레고 김보라 울산/서울산,로코 김경선 울산/로타리 조선주 부산/대도,양산/하늘 김진옥 부산/대도,양산하늘,빅토리 5

28조 최선미 울산해피 박길심 울산둘리 남정화 울산/로타리 임수임 울산UH 차진숙 부산강서 부산금강 장유여성 6

29조 백경희 울산/온산 윤금숙 양산/웅상클럽 김수정 울산/진우,도담 권영숙 울산/진우 경주/원화 김정윤 부산/나인, 오션 이은경 부산/나인 7

30조 박상영 울산/더불어 이임진 울산/유곡 박정아 부산대도 이수정 부산대도 앙산하늘 이태명 김해위드.부산나인 예태욱 김해위드.ssk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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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프리미엄에셋배 영남권동호인테니스대회 개나리부 예선대진표

구분
1번 2번 3번

코  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