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클럽명 성명 클럽명 성명 클럽명 성명 클럽명 성명 클럽명 성명 클럽명

1조 최병열 화원회.일용 최동우 화원회.일용 김영철 대구/천지인 곽환제 대구/천지인,대구위너스,팀번개 1

2조 이연재 롯데 7-ELEVEN팀 , 울산미래 장웅진 기장 무천, 수령 송재봉 대구/두리하나, 마카하나 김훈 대구 배근수 대구/ k2, 알파, 대구탑 배기훈 대구/k2, 대구탑 2

3조 김용찬 울산현대자동차AGS 권기정 울산/한라 최흥동 달구벌.대구탑 정석복 달구벌 김두종 구미 다원/늘봄 이재필 석적 강변 3

4조 서교수 부산마스터즈,No.1,에브리원 서미자 부산 김덕수 하나로 tc, 수정회 강도욱 하나로 tc 윤남영 일심 김명건 일심 4

5조 이근진 울산/현우 김영구 울산/범서,국제스포츠 서덕만 대구/여명 김창일 박철형 부산/비아, 수정 최형민 양산/비아, SP한결 5

6조 한상태 울산/미래 방경배 울산/마스터즈,강북 도준형 강은구 김은섭 구미 핫식스 김역찬 1

7조 권경열 양산/RPM 서진경 양산/퍼그,불나비,RPM 김봉완 대구/청록클럽 문연준 한결 정건섭 부경대 2

8조 주승환 동맥/메트로2 황수진 부산/후라켓 스포츠 강정철 창원/대암 김현수 창원/늘푸른,수테모 정보경 창원/내서,수테모 3

9조 안찬준 대구화원 김대원 대구화원 윤봉진 창원 명서 황윤재 창원 명서 김성민 해양클럽,부산테사랑,파이널 신철 부산/하나클럽 4

10조 정가진 본클럽.상목회 김선기 천지인 이상원 더블볼트,거제원클럽 이광모 더블볼트,거제원클럽 이강훈 대구/석잔회 탁종협 대구/석잔회 5

11조 최형철 테우회, F1 강성태 포항 한준환 남양산 하민성 남양산 이동권 부산/No1 1

12조 김우현 양산/rpm.남양산 임영준 남양산/rpm.남양산 정창국 부산/팀아제라 하국봉 sp한결 신동 구미/북삼 윤주식 대구/ 2

13조 정태우 넘버원팀,F-1 차봉건 하나로TC,테우회 서고수 대구 이찬국 천지인 곽재혼 천지인 3

14조 박대만 김해단디 차상구 부산덕두/TF10 이종반 대구/청록 박세진 넘버원,던롭,원,f1 손준호 대구탑,f1 4

15조 김영구 구미한별,팀던롭 조정민 팔성회/텐/나이트 변성욱 테우회/텐 장동철 청록 장동식 청록 5

16조 최익구 마산/빕스 황덕철 함안/칠산 이동렬 대구/팀번개,천지인,대구위너스 김재학 대구/팀번개,천지인,대구위너스 이강훈 부산/러브,베스트,ssg 조재준 부산/베스트 1

1조 이치우 대구/던롭,준스포츠,테불, 박경수 대구/대구탑 김재명 울산 서영복 98회 심종섭 한울회 2

2조 임재섭 대구/상록 김상길 울산언양 김내수 대구 테우회 윤경한 대구탑.대구위너스 박영주 수정회 3

3조 최병준 우들리,예천준스포츠,던롭,테불 정성원 팀던롭 성락섭 경산/천지인,테사자,cmtc 손영호 대구/천명,스매싱,cmtc 김철진 신암TC 임현승 신암TC 4

4조 김홍일 고추잠자리/화원일요 이상윤 포항일심 이성진 FB,방울토마토 김성주 FB,방울토마토 박기생 울산클럽,강북 최순호 울산클럽,utc 5

5조 우종필 경산/베스트 황성배 영천/어울림 변정욱 대구탑   서행진 창원 김상윤 신암 TC, 덕수회 윤상태 신암TC 연암1

6조 류은철 천지인 이호칠 대륜한클럽 오현진 대구단디.테누리.영천어울림 김태억 대구쌍용.푸우 김현모 창원/빕스,천자봉 김희완 창원/빕스 연암2

7조 한창길 창원남산,075 이두목 장유테사모 김영민 대구탑.F1,신암tc 정명규 달구벌,신암tc 송태근 김해/돛대 명문 박원호 김해/장유모던 연암3

8조 김영우 넘버원스포츠,테우,F1,하나로TC 김제한 대구/테우 송지환 포항/창포클럽 이명식 포항/창포클럽 최영준 대구/던롭팀 김동열 도청회 연암4

9조 이상범 대구패밀리,T1,DTC,테불,F1 송정일 울진 남대천 최동식 불나비/헤드/퍼그 손흔대 양산/RPM 이기진 밀양/패밀리 황인호 밀양/사포 연암5

10조 박종훈 테우회,F1,단디 이준욱 마카하나,방토,테누리,동명 이상주 울산 AGS 정형태 현우클럽 김정우 창원/에이스 심삼섭 창원/에이스.대암 연암6

11조 김종태 울산히어로즈 문경현 울산온누리 이한신 영천어울림/FB 황보성곤 어울림/단디/테누리/마스터즈 이영섭 넘버원스포츠,F1,원 김정록 달구벌 연암1

12조 백인준 넘버원,F1,테우회,파랑새 박정운 F1,테우회,성공tc 정창옥 울산교우, 강북 이승우 경서 김건화 대구화원 연암2

13조 이승찬 에이스일심준스포츠 STA 아카데 최종두 STA 아카데미 에이스 최성대 대구태산,아럽테,중리정우회 김정석 울산마스터즈,언양 채정훈 창원대원.스위트.FL 설일웅 창원대원.스위트.FL 연암3

14조 윤종집 대구/테사자,나이트,CMTC 박종대 대구/테사자,나이트,CMTC 임창수 정오회/명인 변영배 명인/TTS 전병만 부산 마스터즈/sp한결 신호철 부산 마스터즈/sp한결 연암4

15조 최성욱 울산마스터즈,히어로즈 권구현 넘버원스포츠,청도랑,건우회 한주호 넘버원스포츠,청도랑,대구마스터즈,영천어울림,테누리 김동인 거창 박성복 연암5

16조 김평진 남양산 이승진 남양산 안진호 부산/sp한결, 효원. 김주범 부산/sp한결, 효원 권인기 대구/f1/하나로tc/청록 정재필 대구/f1/하나로tc/텐/오성조조 연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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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늘시원한병원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예선대진표-오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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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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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경기순서 : 2-3번, 승자-1번,패자-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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