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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충건 대구/청록 이종필 대구/청록 전용훈 대구/청운 방걸수 대구/텐 김원대 양산시/리턴클럽 김태완 양산시/리턴클럽 하드1

2조 이정영 칠곡왜관/청구,상승회 장명조 칠곡석적/강변,상승회 강민규 양산/올테니스 유종욱 대구/달구벌단테매,그치사 이찬호 대구/경대 잔디A

3조 마대성 포항파라곤 임재욱 경북/포항파라곤 이제현 대구/젠틀 최재윤 대구젠틀 이용갑 대구일중,팔공tc 권칠수 굿샷 잔디B

4조 황상순 구미/핫식스 김명섭 구미/핫식스 장한우 대구쌍용 전명하 포항썬 임은삼 잔디1

5조 한병철 대구/문화 이진호 대구/문화 박범주 김천/도공 김상호 김천/도공 김규철 부산/금성 정무상 부산/금성 잔디2

6조 한지훈 밀양FM 이상호 밀양FM 육동민 부산 위너스/메트로1 추옥균 태전클럽/대구임팩 신용락 태전클럽 잔디3

7조 박성환 김해/경운 이정우 부산/인사이드 정승재 대구/투데이 이수철 대구/투데이 김태우 남지낙동 잔디4

8조 김도영 울산/퓨처스,반딧불 권오윤 울산/범서,82피플 장홍경 포항/파라곤 나상우 포항/파라곤 김건우 대구/어울림 김민철 잔디5

9조 국동구 김해하모니 장재천 김해하모니 권상광 대구/일용 이재봉 대구/일용 홍영호 구미 핫 식스 송석철 구미 핫 식스 클레이6

10조 강성곤 포항/파라곤 변재철 포항/파라곤 박래일 양산 웅상 우성일 경남/양산 웅상 이정하 구미한별 엄정용 구미/한별 클레이7

11조 김용희 대구/청운 도광호 대구/청운 김규태 대구/신화,굿샷 박경희 굿샷 김승우 양산칠성 이영정 양산칠성 클레이8

12조 임명석 임명석/남양산 클럽 이호재 임명석/남양산 클럽 이승민 울산 조갑진 대구/경서 노상석 대구/경서 클레이9

13조 이대영 대구 김윤호 대구/원샷 최영우 양산/모닝클럽 변정석 양산/모닝클럽 송민호 부산 금화 김민 부산 해냄 클레이10

14조 김도훈 양산/금오 강동윤 양산/모닝 이영준 창원팔용 강종민 창원팔용 한정보 대친테/유파이브 지상훈 부산덕우 하드1

15조 곽병민 왜관/청구, 상승회 이상수 왜관/청구, 상승회 김창준 부산/에브리원,금화 문문식 창원/늘푸른,명도 잔디A

16조 윤호중 부산/비아,효정 박상현 부산비아,효정 하윤재 울산/무소속 하종우 울산/미래 강보운 동심회 채병운 동심회 잔디B

17조 양용모 부산효정 곽동진 부산효정 이경우 대구/YTC,A1 남경석 한초,파이널 김길훈 울산/티홀릭,에이스 서정균 울산/도찐개찐 잔디1

18조 정운길 일심,견우,정우회 이상억 견우 이원근 예천 권오성 예천 박희정 부산ok클럽 서만승 부산ok클럽 잔디2

19조 안병길 창원팔용 김기봉 창원팔용 김광현 대구/문화 오영진 부산/올리브 홍춘식 포항/오천그린볼 김진환 포항/일심 잔디3

20조 권태용 영주 베스트 권오상 영주 베스트 김기운 김기운(구미한별) 우용원 콩테니스 손태영 콩테니스 잔디4

21조 이상호 부산/개인 양현철 부산/금화,에브리원,테사랑 이태헌 화랑tc 이준일 화랑tc 노익환 양산/양산클럽 양창원 양산/양산클럽 잔디5

22조 김준섭 유-파이브 금경필 대구/유-파이브 이경완 부산 하나 서남경 김해/불나비 이충현 김해/불나비 클레이6

23조 서천용 울산/티홀릭 이상영 울산/티홀릭 김준영 대구/본리테니스 이병일 대구/본리테니스 안선호 부산위너/김해금병 송광석 부산위너/김해금병 클레이7

24조 박형태 부산/베스트 이동문 부산베스트 김영재 김영재/MP 이진태 이진태/MP 김치호 대구/빅핸즈 이홍성 대구/빅핸즈 클레이8

25조 박기훈 김해 / 남산 김재구 김해 / 불나비 이태주 울산 테니아 장유성 울산테니아 김상진 명곡tc 김호태 대구/명곡tc 클레이9

26조 권성제 대구/kutc, ut 김태원 경산/테미,위너 홍준영 에비 김병석 손승길 대구텍 소병근 대구텍 클레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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