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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내대회 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장    소 주  최 주  관

1

 (18세부)

 2020.6.14 ~ 19
6일간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협  회 협  회
(10, 12세부)

 2020.7.4 ~ 9
6일간

(14, 16세부)

 2020.10.10 ~17
8일간

2

(14,16,18세부)

 2020.6.28 ~ 7.4
7일간

제55회 전국주니어테니스

선수권대회 

전라북도, 순창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 〃

(10, 12세부)

 2020.9.12 ~ 17
6일간

3

 (14,16,18세부)

 2020.7.5 ~ 11
7일간

제75회 전국학생테니스

선수권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10, 12세부)

 2020.9.24 ~ 29
6일간

4  2020.8.4 ~ 13 10일간
제46회 대통령기전국남여

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5  2020.11.6 ~  15 10일간
제75회 한국테니스

선수권대회

충청남도, 천안

(천안종합운동장)
〃 〃

2020년도 국내대회 사업보고

가.  예산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장  소 주  최 주  관

1 2020.2.13 ~ 21 9일간
2020년 김천 KMHTF오픈 

춘계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경상북도,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

운 테니스코트)

협  회 중고연맹

2 미 개최 - 2020년도 여수오픈테니스대회

전라남도, 여수 

(진남체육공원

테니스코트)

“
실업연맹

대학연맹

3 미 개최 -

제75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겸 2020년도 

전국대학대항테니스대회 및 

제32회 대학연맹회장배 

테니스대회

경상북도, 상주

(상주시민운동장 

테니스코트)

〃 대학연맹

4 2020.6.19 ~ 27 9일간

제41회 

회장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경상북도,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

운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5 미 개최 -
제39회 무궁화컵 

전국여자테니스대회

강원도, 춘천

(송암국제테니스코

트)

협  회 여자연맹

6 2020.6.23 ~ 28 6일간

제24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기

대회

전라북도, 순창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

7 2020.6.30 ~ 7.6 10일간

제36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 

및 제12회 회장기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협  회 대학연맹

8 2020.7.11 ~ 18 8일간

2020년도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및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강원도, 영월

(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실업연맹

나.  주관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장   소 주 최 주 관

1 미 개최 -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회 협회

2 개최순연 -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 구미시 〃 〃

다.  승인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장  소 주  최 주  관

9 미 개최 -
2020년도 

춘천오픈테니스대회

강원도, 춘천

(송암국제테니스코트)
〃

실업연맹

대학연맹

10 2020.7.19 ~ 27 9일간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11 미 개최 -
2020년도 

영월오픈테니스대회

강원도, 영월

(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실업연맹

대학연맹

12 2020.7.25 ~ 30 7일간
2020년도

김천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경상북도,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

운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

13 미 개최 -
2020년도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전라북도, 순창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

14 2020.7.27.~ 8.4 9일간

제74회 

전국춘계대학테니스연맹전 

겸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및 

제13회 회장기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대학연맹

15 미 개최 -
2020년도 순천오픈 

테니스대회

전라남도, 순천

(팔마테니스코트)
“ 실업연맹

16 2020.8.14 ~ 17 4일간

2020년도

국토정중앙전국동아리테니스

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대학연맹

17  2020.8.23 ~ 31 8일간
제48회 소강배전국남여

중고등학교대항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중산육영회

18 2020.9.2 ~ 10 9일간
제56회 바볼랏전국남여 

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19 2020.9.14 ~ 20 7일간

제74회 

전국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겸 제32회 회장배

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대학연맹

20 2020.9.21 ~ 30 10일간
2020년도 

안동오픈테니스대회

경상북도, 안동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코트)

〃
실업연맹

대학연맹

21 2020.9.30.~10.6 7일간
 제50회  

 회장배전국여자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여자연맹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장  소 주  최 주  관

22 2020.10.9 ~ 12 4일간

제16회 

국토정중앙배초등학교테니스

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

23 2020.10.13 ~ 18 6일간
제26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회장배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

24 2020.10.19 ~ 23 4일간
제64회 장호 홍종문배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장호배

조직위원회

25 2020.10.24.~11.1 8일간

2020년도 ATF 양구 14세 

주니어테니스대회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대회로 개최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26 2020.10.25.~11.3 10일간
2020년도 제2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 실업연맹

27 2020.10.31.~11.5 6일간
김천KETF 

국제초청테니스대회

경상북도,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

운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

28 2020.11.10 ~ 15 6일간
제5회 배준영배 

전국여자주니어테니스대회

서울특별시

(올림픽테니스코트)
“ 여자연맹

29 2020.11.16 ~ 22 6일간
2020년도 제3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경기도 의정부

(송산배수지

테니스코트 외)

“ 실업연맹

30 2020.11.16 ~ 22 6일간
제31회 

한국대학테니스선수권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대학연맹

31 2020.11.17 ~ 23 7일간
2020년도 김천 KMHTF오픈 

추계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경상북도,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

운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32 미 개최 8일간
2020년도 

한국실업테니스마스터즈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실업연맹

33 2020.11.24.~12.1 8일간

2020년도 ATF 안동 14세 

주니어테니스대회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대회로 개최

경상북도, 안동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코트)

“
안동시

테니스협회

33

2021.1.19.~1.25

*코로나로 인하여

21년 1월 개최

7일간
제8회 요넥스 양구 14 

실내주니어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35

2021.1.26.~2.1

*코로나로 인하여

21년 1월 개최

7일간
제2회 헤드 양구 16

실내주니어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36

2021.2.3.~2.9

*코로나로 인하여

21년 1월 개최

7일간
제9회 헤드 양구 

실내주니어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중고연맹



라.  국내대회 경기전적

1)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가)  기 간   : (18세부) 2020.6.14. - 19 (6일간)

                        (10, 12세부) 2020.7.4 - 9 (6일간)

   (14, 16세부) 2020.10.10 - 17 (8일간)

나)  장 소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다)  전 적   

● 남자 10세부 단식 결승

신재준 (목행초)         2(6  3)0 이준혁 (서울홍연초)

  6  0

 

3위 : 문승현 (신중초) / 서민식 (양구초)

● 남자 10세부 복식 결승

김동재 (군위초)         8  -  0 서민식 (양구초)

신재준 (목행초)           황석환 (양구초)

3위 : 송도훈 (안동서부초), 유지훈 (매화초) / 문승현 (신중초), 문지성 (광성초)

● 여자 10세부 단식 결승

박예서 (명선초)  2(6  3)0 오지윤 (의정부G스포츠)

  7  6③

3위 : 박하안 (영훈초) / 조예령 (인천청천초)

● 여자 10세부 복식 결승

김민채 (서울홍연초)    8  -  2 박하안 (영훈초)

김시아 (서울홍연초) 염시아 (양구비봉초)

3위 : 박예서 (명선초), 오지윤 (의정부G스포츠)) / 최희우 (토성초), 홍예리 (양진초)



● 남자 12세부 단식 결승

조세혁 (전주금암초) 2(6  1)0 지시온 (배봉초)

  6  0

3위 : 유승준 (양구초) / 조영승 (인천청천초)

● 남자 12세부 복식 결승

조민혁 (전주금암초)   8  -  6 유승준 (양구초)

조세혁 (전주금암초)              지시온 (배봉초)

3위 : 권정원, 김원민 (안동용상초) / 이웅찬, 조영승 (인천청천초)

● 여자 12세부 단식 결승

임사랑 (안동용상초)        2(6  1)0 이하음 (인천신촌초)

     6  1

3위 : 이은수 (토성초) / 이서아 (동춘천초)

● 여자 12세부 복식 결승

안혜정 (안동용상초)    8  -  3 강예빈 (의정부G스포츠)

임사랑 (안동용상초) 이예원 (매화초)

3위 : 이하음 (인천신촌초), 임인영지나 (간석초) / 정수민 (문막초), 추예성 (군위초)

● 남자 14세부 단식 결승

김세형 (안동중) 2(6  3)1 김세현 (양구중)

  3  6

                                          6  0

3위 : 정연수 (노형중) / 김주안 (부천G스포츠)



● 남자 14세부 복식 결승

김무빈 (구월중) 2(6  2)1 김세형 (안동중)

김민호 (구월중)   3  6 임혜건 (안동중)

                                         10  3

3위 : 김세현, 유승환 (양구중) / 김태훈, 노호영 (문시중)

● 여자 14세부 단식 결승

조나형 (주문진중)      2(6  2)0 서아윤 (중앙여중)

 6  2

3위 : 이현이 (전북체육중) / 김예은 (정자중)

● 여자 14세부 복식 결승

손하윤 (최주연아카데미)    2(6  4)0 이예준 (매화중)

장가을 (최주연아카데미)      6  2 황채원 (매화중)

3위 : 김해빈, 최온유 (송산중) / 박민영, 이수인 (매화중)

● 남자 16세부 단식 결승

노호영 (문시중)         2(6  0)0 한범한 (서인천고)

  6  2

3위 : 장우혁 (부천G스포츠) / 주태완 (서초중)

● 남자 16세부 복식 결승

김장준 (매화중) 2(6  3)0 김정유 (안동고)

서현운 (매화중)   6  4 이웅비 (구월중)

3위 : 사공규빈, 이준기 (영남고) / 이우인, 주태완 (서초중)



● 여자 16세부 단식 결승

김다인희 (최주연아카데미)   2(6  4)1 신주애 (백호테니스)

      1   6

                                              6   1

3위 : 장수하 (중앙여고) / 최온유 (송산중)

● 여자 16세부 복식 결승

김다인희 (최주연아카데미) 2(6  0)0        공주민 (남산고)

장세영 (최주연아카데미)           6  3 장서현 (오산정보고)

3위 : 정민교, 하선민 (안동여고) / 민설아, 장수하 (중앙여고)

● 남자 18세부 단식 결승

심우혁 (양구고) 2(6  2)0 장윤석 (천안MTC아카데미)

  6  3

 

3위 : 이재명 (안동고) /  송우담 (대전만년고)

● 남자 18세부 복식 결승

심우혁 (양구고)        2(7  5)1 이창훈 (양구고)

윤현덕 (양구고)          3  6 현준하 (양구고)

                                         7  6⑧

   3위 : 강완석, 이재명 (안동고) / 김정안, 전제원 (안동고)

● 여자 18세부 단식 결승

정보영 (안동여고) 2(1  6)1 권지민 (중앙여고)

  6  2

                                          7  5

3위 : 서지영 (경산여고) / 신혜서 (중앙여고)



● 여자 18세부 복식 결승

김은채 (중앙여고)      2(4  6)1 김희경 (안동여고)

신혜서 (중앙여고)  6  1 정보영 (안동여고)

                                         7  6⑦

3위 : 권지민, 한형주 (중앙여고) / 김서영, 심미성 (안동여고)

2) 제55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가)  기 간   : (10, 12세부) 2020. 9. 12 - 17 (6일간)

(14, 16, 18세부) 2020. 6. 28 – 7. 4. (7일간)

나)  장 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공설운동장테니스코트”

다)  전 적   

● 남자 10세부 단식 결승

이준혁 (서울홍연초) 2(6  1)0 문승현 (신중초)

  6  2

3위 : 송도훈 (안동서부초) / 서민식 (양구초)

● 남자 10세부 복식 결승

문지성 (광성초)          8  -  4     이상현 (대청초)

정율호 (전주금암초)             장준서 (동현초)

3위 : 문승현(신중초), 박도현 (안동용상초) / 이준혁, 전재아루카스 (서울홍연초)

● 여자 10세부 단식 결승

심시연 (동춘천초)   2(6  3)0 김시아 (서울홍연초)

    6  2

3위 : 홍예리 (양진초) / 최정인 (유목초)



● 여자 10세부 복식 결승

김민채 (홍연초)         8  -  4        김효민 (풍산초)

김시아 (홍연초)                    최정인 (유목초)

3위 : 김래윤 (경산초), 정효은 (금오초) / 이한나, 임예린 (천안남서울스포츠클럽)

● 남자 12세부 단식 결승

조세혁 (전주금암초)      2(7   5)0 지시온 (배봉초)

  6    3

3위 : 황주찬 (간석초) / 유승준 (양구초)

● 남자 12세부 복식 결승

김세훈 (신중초)  8  -  6   도  겸 (군위초)

조세혁 (전주금암초)             지시온 (배봉초)

3위 : 문지현 (신중초), 박현빈 (안동용상초) / 유승준 (양구초), 조민혁 (전주금암초)

● 여자 12세부 단식 결승

이하음 (인천신촌초)  2(7  5)0 주희원 (전주금암초)

  7  6③

  

3위 : 이수빈 (전주금암초) / 이지원 (서울홍연초)

● 여자 12세부 복식 결승

이서아 (동춘천초)        8  -  2       박예은 (안동서부초)

주희원 (전주금암초)                 이수빈 (전주금암초)

                               

3위 : 이은수, 정의수 (토성초) / 이하음 (인천신촌초), 임인영지나 (간석초)



● 남자 14세부 단식 결승

노호영 (문시중) 2(6  0)0 서정훈 (안동중)

  6  1

3위 : 최동민 (군위중) / 김세현 (양구중)

● 남자 14세부 복식 결승

김태훈 (문시중)  2(기 권)0       류창민 (매화중)

노호영 (문시중)                     서현석 (매화중)

3위 : 김세현, 유승환(양구중) / 김무빈, 김민호(구월중)

● 여자 14세부 단식 결승

조나영 (주문진중) 2(6  2)0 양우정 (최주연아카데미)

  6  2

3위 : 김아경 (중앙여중) / 박민영 (매화중)

● 여자 14세부 복식 결승

이수인 (매화중) 2(7  6⑥)1 김아경 (중앙여중)

이예준 (매화중)    3  6 서아윤 (중앙여중)

 10  7

3위 : 손하윤, 양우정 (최주연아카데미) / 김여경, 박정원 (중앙여중)

● 남자 16세부 단식 결승

이해선 (양구고)         2(7  6⑥)0 강건욱 (서울고)

  6  1

  

3위 : 한찬희 (최주연아카데미) / 양수영 (서울고)



● 남자 16세부 복식 결승

오범찬 (양구고)         2(6  3)0 사공규빈 (영남고)

이해선 (양구고)           6  4 이준기   (영남고)

3위 : 강건욱, 양수영 (서울고) / 이상진, 정택규 (삼일공고)

● 여자 16세부 단식 결승

김유진 (중앙여고)     2(7  6①)0  강나현 (경북여고)

6  3

3위 : 김민서 (오산정보고) / 최온유 (송산중)

● 여자 16세부 복식 결승

김유진 (중앙여중)      2(7  6③)1        김은서 (중앙여중)

양세연 (중앙여중)   2  6           오지언 (중앙여중)

                                         10  8

3위 : 김하은, 김효선 (원주여중) / 신주향(천안시체육회), 장지오 (의정부G스포츠)

● 남자 18세부 단식 결승

조선웅 (군위고)         2(6  3)0 현준하 (양구고)

  6  1

3위 : 김민성 (최주연아카데미) / 심우혁 (양구고)

● 남자 18세부 복식 결승

이준환 (군위고) 2(6  3)0       김동환 (서울고)

조선웅 (군위고)     6  4         정영준 (서울고)

  

3위 : 심우혁, 윤현덕 (양구고) / 김민성, 박도건 (최주연아카데미)



● 여자 18세부 단식 결승

문정 (중앙여고)     2(6  3)0 이경서 (광주시테니스협회)

              6  4

3위 : 한형주 (중앙여고) / 김은채 (중앙여고)

● 여자 18세부 복식 결승

김윤아 (중앙여고)    2(6  3)0    권지민 (중앙여고)

문  정 (중앙여고)      6  4        한형주 (중앙여고)

                                         

3위 : 류영은, 류하영 (효명고) / 김은채, 윤선우 (중앙여고)

3) 제75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가)  기 간   : (10, 12세부) 2020. 9. 24 - 29 (6일간)

(14, 16, 18세부) 2020. 7. 5 - 11 (7일간)

나)  장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테니스코트”

다)  전 적   

● 남자 10세부 단식 결승

신재준 (목행초)         2(6  0)0 문승현 (신중초)

  6  1

3위 : 김동재 (군위초) / 정율호 (금암초)

● 남자 10세부 복식 결승

신재준 (목행초)    8   5 김동재 (군위초)

서민식 (양구초)                     송도훈 (안동서부초)

3위 : 이관우 (양구초), 정율호 (토성초) / 김건호 (금암초), 김지한 (교현초)



● 여자 10세부 단식 결승

박예서 (명선초)         2(6  0)1 심시연 (동춘천초)

  6  7

                                         10  8  

3위 : 홍예리 (양진초) / 염시아 (비봉초)

● 여자 10세부 복식 결승

박예서 (명선초)           8  4   심시연 (동춘천초)

박하안 (영훈초)             염시아 (비봉초)

                                          

3위 : 김래윤 (경산초), 홍예리 (양진초) / 정효은 (금오초), 최정인 (유목초)

● 남자 12세부 단식 결승

조세혁 (금암초) 2(6  0)0 유승준 (양구초)

  6  1

3위 : 김영훈 (배봉초) / 도겸 (군위초)

● 남자 12세부 복식 결승

이규단 (양구초)           8  4     설하랑 (의정부G스포츠클럽)

주성준 (양구초)                 조세혁 (금암초)

3위 : 구본홍, 김영훈 (배봉초) / 김원민, 박현빈 (용상초)

● 여자 12세부 단식 결승

이서아 (동춘천초)       2(6  4)0        주희원 (금암초)

  6  3

3위 : 이하음 (신촌초) / 추예성 (군위초)



● 여자 12세부 복식 결승

주희원 (금암초)         8   5        이수빈 (금암초)

추예성 (군위초)           이예원 (매화초)

3위 : 이서아, (동춘천초), 이지원(홍연초) / 강예빈 (의정부G스포츠클럽), 임인영지나 (간석초)

● 남자 14세부 단식 결승

김세현 (양구중)         2(6  2)0  서현석 (매화중)

  6  0

3위 : 최동민 (군위중) / 김무빈 (구월중)

● 남자 14세부 복식 결승

김세현 (양구중)         2(6  2)0 김무빈 (구월중)

유승환 (양구중)   6  2         김민호 (구월중)

3위 : 류창민, 서현석 (매화중) / 최동민, 추주훈 (군위중)

● 여자 14세부 단식 결승

조나형 (주문진중) 2(6  0)0 양우정 (최주연아카데미)

  6  2

3위 : 신주향 (천안시체육회테니스스포츠클럽) / 손하윤 (최주연아카데미)

● 여자 14세부 복식 결승

양우정 (최주연아카데미)         2(6  3)0 김아경 (중앙여중)

장가을 (최주연아카데미)          6  0 서아윤 (중앙여중)

                                      

           3위 : 김해빈, 최온유 (송산중) / 김예은, 이효서 (정자중)



● 남자 16세부 단식 결승

장우혁 (부천G-스포츠클럽) 2(6  7)1 최성규 (서인천고)

          6  2

                                                  6  1

3위 : 이상진 (삼일공고) / 양수영 (서울고)

● 남자 16세부 복식 결승

강건욱 (서울고) 2(7  5)0 김산휘 (영남고)

양수영 (서울고)   6  2         이준기 (영남고)

3위 : 배주완, 장우혁 (부천G-스포츠클럽) / 이우인, 주태완 (서초중)

● 여자 16세부 단식 결승

김민서 (오산정보고)       2(6  3)0 김유진 (중앙여중)

    6  3

3위 : 강나현 (경북여고) / 김하람 (문시중)

● 여자 16세부 복식 결승

김유진 (중앙여고)  2(6  3)0 김하은 (원주여중)

오지언 (중앙여고)    6  2 박유빈 (원주여중)

3위 : 양세연, 이은비 (중앙여고) / 박서현 (수성방통고), 이경서 (탄벌중)

● 남자 18세부 단식 결승

조선웅 (군위고) 2(3  6)1  송우담 (만년고)

  7  5

                                          6  3

                 3위 : 이재명 (안동고) / 안석 (성의고)



● 남자 18세부 복식 결승

이재명 (안동고) 2(6  4)0 이창훈 (양구고)

전제원 (안동고)           2  6 현준하 (양구고)

                                         10  4

                 3위 : 송우담, 최권영 (만년고) / 김정안, 김정유 (안동고)

● 여자 18세부 단식 결승

김은채 (중앙여고) 2(7  5)0 정보영 (안동여고)

                                          6  3

3위 : 위휘원 (중앙여고) / 한형주 (중앙여고)

● 여자 18세부 복식 결승

위휘원 (중앙여고) 2(6  4)0 정보영 (안동여고)

윤선우 (중앙여고)   6  4  하선민 (안동여고)

3위 : 김은채, 한형주 (중앙여고) / 김희경, 김서영 (안동여고)

4) 제46회 대통령기전국남여테니스대회

가)  기 간   : 2020. 8. 4 - 13 (10일간)

나)  장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테니스코트”

다)  전 적   

● 남자고등부 단체

1위 - 양구고등학교 A

2위 - 동래고등학교

3위 - 마포고등학교

3위 - 전곡고등학교

● 여자고등부 단체

1위 - 중앙여자고등학교 A

2위 - 중앙여자고등학교 B



3위 - 안동여자고등학교

3위 - 중앙여자고등학교 C

● 남자중등부 단체

1위 - 매화중학교

2위 - 부평서중학교

3위 - 양구중학교 A

3위 - 양구중학교 B

● 여자중등부 단체

1위 - 중앙여자중학교 A 

2위 - 중앙여자중학교 A 

3위 - 원주여자중학교

3위 - 주문진중학교

● 남자초등부 단체

1위 - 금암초등학교

2위 - 배봉초등학교

3위 - 홍연초등학교

3위 - 양구초등학교 A

● 여자초등부 단체

1위 - 금암초등학교

2위 - 비봉초등학교

3위 - 홍연초등학교

3위 - 풍산초등학교

5)  NumberOne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가)  기 간   : 2020. 11. 6 – 11. 15 (10일간)

나)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경기장”

다)  전 적   

● 남자부 단식 결승

이덕희 (서울시청) 2(6  1)0 임용규 (당진시청)

   6  3

3위 : 신산희(세종시청) / 김청의(안성시청)



● 남자부 복식 결승

신산희 (세종시청)   2(3  6)1 남지성 (세종시청)

      홍성찬 (세종시청)     6  4 임용규 (당진시청)

                                           10  7

3위 : 문주해 (경산시청), 최재원 (김포시청) / 권순우, 이태우 (당진시청)

● 여자부 단식 결승

한나래 (인천시청) 2(6  3)0 김나리 (수원시청)

  6  3

3위 : 최지희 (NH농협은행) / 장수정 (대구시청)

● 여자부 복식 결승

김나리 (수원시청) 2(6  2)0 김다빈 (인천시청)

홍승연 (수원시청)   6  2 한나래 (인천시청)

                                        

3위 : 이소라 (고양시청), 장수정 (대구시청) / 정영원, 최지희 (NH농협은행)

● 혼합복식 결승

권순우 (당진시청)  2(3  3 Ret)0 임용규 (당진시청)

정영원 (NH농협은행)           최지희 (NH농협은행)

                                           

3위 : 오찬영 (구미시청), 정수남 (강원도청) / 한진성 (국군체육부대), 정소희 (경산시청)





2.

2020년도

국제대회 사업



 



2020년도 국제대회 사업보고

가. 예산사업

    1) 국내개최 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개 최 지 비    고

1 2020. 3.21~28 8일간
2020년도 ITF 제주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정테니스코트)

미 개최

2 2020. 4. 4~12 9일간
2020년도 ITF 김천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미 개최

3 2020. 4.27~5. 3 7일간
2020년도 서울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서울특별시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미 개최

4 2020. 5. 4~10 7일간
2020년도 부산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부산광역시

(스포원파크

테니스코트)

미 개최

5 2020. 5.10~17 8일간
2020년도 ITF NH농협은행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경기도, 고양

(농협대학

테니스코트)

미 개최

6 2020. 5.11~17 7일간
2020년도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광주광역시

(진월국제

테니스코트)

미 개최

7 2020. 5.17~24 8일간
2020년도 ITF 창원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경상남도, 창원

(창원시립

테니스코트)

미 개최

8 2020. 5.31~6. 7 8일간
2020년도 ITF 경산국제남자

테니스투어대회

경상북도, 경산

(경산생활체육

공원테니스장)

미 개최

9 2020. 5.31~6. 7 8일간
2020년도 ITF 경산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 미 개최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개 최 지 비    고

10 2020. 6. 7~14 8일간
2020년도 ITF 대구국제남자

테니스투어대회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코트)

미 개최

11 2020. 6. 7~14 8일간
2020년도 ITF 대구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 미 개최

12 2020. 6.14~21 8일간
2020년도 ITF 인천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인천광역시

(열우물

테니스코트)

미 개최

13 2020. 6.27~7. 4 8일간

2020년도 제1차 ATF 

이형택재단 14세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미 개최

14 2020. 7. 5~12 8일간

2020년도 제2차 ATF 

이형택재단 14세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 미 개최

15 2020. 8.12~17 4일간
2020 KETF 초청 국제 

주니어 테니스 1차 대회

경기도, 연천

(연천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미 개최

16 2020. 8.17~22 4일간
2020 KETF 초청 국제 

주니어 테니스 2차 대회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미 개최

17 2020. 8.23~30 8일간
2020년도 제1차 ITF 영월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미 개최

18 2020. 8.24~30 7일간
2020년도 안성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경기도, 안성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미 개최

19 2020. 8.30~9. 6 8일간
2020년도 제2차 ITF 영월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미 개최

20 2020. 9. 5~13 9일간
2020년도 ATF 구미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경상북도, 구미

(금오테니스코트)
미 개최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개 최 지 비    고

21 2020. 9.13~20 8일간
2020년도 ITF 제주용암수배

창원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경상남도, 창원

(창원시립

테니스코트)

미 개최

22 2020. 9.14~20 7일간
2020년도 제1차 ATF 영월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미 개최

23 2020. 9.20~27 8일간
2020년도 ITF 순창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전라북도, 순창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ITF주니어대회

(5급)

24 2020. 9.20~27 8일간
2020년도 제1차 ITF 김천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미 개최

25 2020. 9.20~27 8일간
2020년도 제1차 ITF 김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 미 개최

26 2020. 9.21~27 7일간
2020년도 제2차 ATF 영월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미 개최

27 2020. 9.27~10. 4 8일간
2020년도 제2차 ITF 김천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미 개최

28 2020. 9.27~10. 4 8일간
2020년도 제2차 ITF 김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 미 개최

29 2020.10.17~24 8일간
2020년도 ATF 김천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미 개최

30 2020.10.18~25 8일간
2020년도 ITF 서울 국제

여자테니스투어대회

서울특별시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미 개최

31 2020.10.24~31 8일간
2020년도 ITF 안동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경상북도, 안동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코트)

ITF주니어대회

(5급)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개 최 지 비    고

1 2020. 1. 6~18 13일간

2020년도 Gemdale 

Academy 주니어 선수 

트레이닝 파견

중    국

(심    천)

강건욱, 노호영

김하람, 장지오

2  2020. 1.20~2.18 30일간
2020년도 ITF 18세부 

남미투어링팀

파 라 과 이

브 라 질
정보영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개 최 지 비    고

32 2020.10.25~31 7일간

2020년도 ATF 이덕희배

요넥스코리아 14세 국제

주니어테니스대회

강원도, 춘천

(송암국제

테니스코트)

미 개최

33 2020.10.25~11. 1 8일간
2020년도 ITF 이덕희배 춘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강원도, 춘천

(송암국제

테니스코트)

미 개최

34 2020.10.31~11. 8 9일간

2020년도 ITF 서귀포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

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립

테니스코트)

미 개최

35 2020.11. 2~8 7일간
2020년도 ITF 양구국제주니

어테니스투어대회

강원도, 양구

ITF주니어대회

(5급)

ITF주니어대회

(5급)

36 2020. 11.13~15 3일간
2020년도 ITF 월드챔피언십 

플레이오프 테니스대회

충청북도, 천안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코트)

ATF 승인대회

37 2020.11.20~23 4일간
2020년도 제주 ITF 시니어

서키트테니스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정테니스코트)

미 개최

  2) 파견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개 최 지 비    고

3 2020. 3. 3~7 5일간

2020년도 세계여자테니스 

선수권대회 아시아/오세아니

아지역 I그룹 예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국가대항전

(FED CUP)

4 2020. 3. 6~7 2일간
2020년도 세계남자테니스

선수권대회 예선

이탈리아

(칼리알리)

국가대항전

(DAVIS CUP)

5 2020. 3.22~27 6일간

2020년도 월드주니어테니스

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 (여자부)

호    주 미 개최

6 2020. 3.30~4. 4 6일간

2020년도 월드주니어테니스

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 (남자부)

" 미 개최

7 2020. 3.30~4. 4 6일간

2020년도 세계여자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예선

말레이시아

(쿠    칭)
미 개최

8 2020. 4. 6~11 6일간

2020년도 세계남자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예선

" 미 개최

9 2020. 4.27~5. 9 13일간
2020년도 14세 아시아

테니스선수권대회
태    국 미 개최

10 2020. 5~7월중 50일간
2020년도 ITF 18세부 유럽

투어링팀
유    럽 미 개최

11 2020. 6.11~30 20일간
2020년도 유럽 주니어

테니스대회 (TORNEO U12)
이탈리아 미 개최

12 2020. 7~8월중 40일간
2020년도 ITF/ATF 14세부

유럽투어링팀
유    럽 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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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    정 6일간
2020년도 월드주니어테니스

대회 본선

체    코

(프로스테조프)
미 개최

14 2020. 8.14~16 3일간

2020년도 심천 Gemdale 

Sports International Junior 

Tour 본선

중    국

(심    천)
미 개최

15 미    정 6일간

2020년도 세계남자주니어테니

스선수권대회 및 세계여자주

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본선

미    국

(플로리다)
미 개최

16  2020.10월중 7일간
2020년도 WTA 퓨쳐스타

테니스대회

중    국

(심    천)
미 개최

나.  주관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개 최 지 비    고

1

2020. 7.24~8. 9

(테니스:7.25~

8. 2)

17일간 제32회 도쿄 올림픽
일    본

(도    쿄)
미 개최

2 2020. 8.23~29 7일간
제28회 한․중․일 주니어종합

경기대회

일    본

(아키타현)
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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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0~2020.1.5 7일간
2020년도 ITF 홍콩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홍    콩 상금 : $25,000

  2 2019.12.31~2020.1.5 6일간
2020년도 ITF 심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중    국

(심    천)

ITF주니어대회

(4급)

  3 2020. 1. 6~11 6일간
2020년도 ITF 찬디가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인    도

(찬디가르)

ITF주니어대회

(3급)

  4 2020. 1. 6~12 7일간
2020년도 ITF 홍콩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홍    콩 상금 : $25,000

  5 2020. 1. 6~12 7일간
2020년도 캔버라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호    주

(벤 디 고)
상금 : $162,480

  6 2020. 1. 6~12 7일간
2020년도 BNP 파리바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뉴칼레도니아

(누 메 아)
상금 : $81,240

  7 2020. 1. 7~11 5일간
2020년도 ITF 프랑크푸르트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독    일

(프랑크푸르트)

ITF주니어대회

(5급)

  8 2020. 1. 7~12 6일간
2020년도 ITF 심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중    국

(심    천)

ITF주니어대회

(4급)

  9 2020. 1.12~18 7일간
2020년도 방콕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태    국

(방    콕)
상금 : $54,160

10 2020. 1.12~18 7일간
2020년도 벤디고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호    주

(벤 디 고)
상금 : $54,160

11 2020. 1.13~18 6일간
2020년도 ITF 뉴델리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인    도

(뉴 델 리)

ITF주니어대회

(2급)

12 2020. 1.13~18 6일간
2020년도 ITF 코즈웨이베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홍    콩

(코즈웨이베이)

ITF주니어대회

(4급)

13 2020. 1.13~18 6일간
2020년도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WTA투어테니스대회

호    주

(애들레이드)
상금 : $782,900

14 2020. 1.15~19 5일간
2020년도 ITF 사이타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일    본

(사이타마)

ITF주니어대회

(3급)

 다. 국내선수 참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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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0. 1.15~19 5일간
2020년도 ITF 오펜바흐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독    일

(오펜바흐)

ITF주니어대회

(5급)

16 2020. 1.17~22 6일간
2020년도 ITF 트러랠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호    주

(트러랠건)

ITF주니어대회

(1급)

17 2020. 1.20~25 6일간
2020년도 ITF 콜카타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인    도

(콜 카 타)

ITF주니어대회

(2급)

18 2020. 1.20~26 7일간
2020년도 방콕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태    국

(방    콕)
상금 : $54,160

19 2020. 1.20~2. 3 15일간 2020년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호    주

(멜 버 른)

그랜드슬램대회

상금:A$32,505,000

20 2020. 1.25~2. 1 8일간
2020년도 호주오픈 

주니어테니스대회

호    주

(멜 버 른)

ITF주니어대회

(A급)

21 2020. 1.27~2. 1 6일간
2020년도 ITF 람바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파라과이

(람 바 레)

ITF주니어대회

(1급)

22 2020. 1.27~2. 2 7일간
2020년도 버니 인터내셔널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호    주

(버    니)
상금 : $54,160

23 2020. 1.27~2. 2 7일간
2020년도 ITF 마나코르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스 페 인

(마나코르)
상금 : $15,000

24 2020. 1.27~2. 2 7일간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태    국

(논타부리)
상금 : $25,000

25 2020. 1.27~2. 2 7일간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태    국

(논타부리)
상금 : $25,000

26 2020. 2. 3~9 7일간
2020년도 ITF 포르투알레그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브 라 질

(포르투알레그레)

ITF주니어대회

(1급)

27 2020. 2. 3~9 7일간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태    국

(논타부리)
상금 : $25,000

28 2020. 2. 3~9 7일간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태    국

(논타부리)
상금 : $25,000

29 2020. 2. 3~9 7일간
2020년도 론서스턴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호    주

(론서스턴)
상금 : $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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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0. 2. 3~9 7일간
2020년도 ITF 론서스턴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호    주

(론서스턴)
상금 : $25,000

31 2020. 2. 3~9 7일간
2020년도 ITF 팔마노바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스 페 인

(팔마노바)
상금 : $15,000

32 2020. 2. 3~9 7일간
2020년도 타타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인    도

(푸    네)
상금 : $610,010

33 2020. 2.10~16 7일간

2020년도 ITF 크리시우마 

바나나보울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브 라 질

(크리시우마)

ITF주니어대회

(A급)

34 2020. 2.10~16 7일간
2020년도 ITF 해밀턴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뉴질랜드

(해 밀 턴)
상금 : $15,000

35 2020. 2.10~16 7일간
2020년도 ITF 악퇴베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카자흐스탄

(악 퇴 베)
상금 : $25,000

36 2020. 2.10~16 7일간
2020년도 뉴욕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미    국

(뉴    욕)
상금 : $804,180

37 2020. 2.10~16 7일간
2020년도 클리블랜드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미    국

(클리블랜드)
상금 : $54,160

38 2020. 2.16~23 8일간
2020년도 드휴몽빌르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캐 나 다 

(드휴몽빌르)
상금 : $54,160

39 2020. 2.17~22 6일간
2020년도 ITF 프놈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캄보디아

(프 놈 펜)

ITF주니어대회

(5급)

40 2020. 2.17~22 6일간
2020년도 ITF 이슬라마바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ITF주니어대회

(5급)

41 2020. 2.17~23 7일간
2020년도 ITF 악퇴베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카자흐스탄

(악 퇴 베)
상금 : $25,000

42 2020. 2.17~23 7일간
2020년도 ITF 퍼스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호    주

(퍼    스)
상금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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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20. 2.17~23 7일간
2020년도 델레이비치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미    국

(델레이 비치)
상금 : $673,655

44 2020. 2.24~29 6일간
2020년도 ITF 마나코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스 페 인

(마나코르)

ITF주니어대회

(3급)

45 2020. 2.24~29 6일간
2020년도 ITF 캄보디아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캄보디아

(프 놈 펜)

ITF주니어대회

(5급)

46 2020. 2.24~29 6일간
2020년도 ITF 이슬라마바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ITF주니어대회

(5급)

47 2020. 2.24~3. 1 7일간
2020년도 콜럼버스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미    국

(콜럼버스)
상금 : $54,160

48 2020. 2.24~3. 1 7일간
2020년도 ITF 퍼스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호    주

(퍼    스)
상금 : $25,000

49 2020. 2.24~3. 1 7일간
2020년도 ITF 안탈리아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터    키

(안탈리아)
상금 : $25,000

50 2020. 2.24~29 6일간
2020년도 아비에르토 멕시카노 

텔셀 ATP 투어테니스대회

멕 시 코

(아카풀코)
상금 : $2,000,845

51 2020. 3. 2~7 6일간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태    국

(논타부리)

ITF주니어대회

(1급)

52 2020. 3. 2~8 7일간
2020년도 오라클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미    국

(인디언 웰스)
상금 : $162,480

53 2020. 3. 2~8 7일간
2020년도 ITF 모나스티어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튀 니 지 

(모나스티어)
상금 : $15,000

54 2020. 3. 2~8 7일간
2020년도 ITF 밀두라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호    주

(밀 두 라)
상금 : $25,000

55 2020. 3. 2~8 7일간
2020년도 ITF 카이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이 집 트

(카 이 로)
상금 : $15,000

56 2020. 3. 9~15 7일간
2020년도 ITF 카이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이 집 트

(카 이 로)
상금 : $25,000

57 2020. 3.10~15 6일간
2020년도 ITF 사라왁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말레이시아

(사 라 왁)

ITF주니어대회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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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0. 8.22~29 8일간
2020년도 신시내티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미    국

(뉴    욕)
상금 : $4,674,780

59 2020. 8.22~30 8일간
2020년도 프라하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체    코

(프 라 하)
상금 : €137,560

60 2020. 8.31~9. 6 7일간
2020년도 오스트라바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체    코

(오스트라바)
상금 : €132,280

61 2020. 8.31~9.13 14일간 2020년도 US오픈 테니스대회
미    국

(뉴    욕)

그랜드슬램대회

상금:$21,656,000

62 2020. 9. 1~5 5일간
2020년도 ITF 라르나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키프로스

(라르나카)

ITF주니어대회

(4급)

63 2020. 9. 7~12 6일간
2020년도 ITF 바르셀로나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스 페 인

(바르셀로나)

ITF주니어대회

(4급)

64 2020. 9. 7~13 7일간
2020년도 체코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체    코

(프로스테요프)
상금 : €132,280

65 2020. 9. 8~12 5일간
2020년도 ITF 라르나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키프로스

(라르나카)

ITF주니어대회

(4급)

66 2020. 9.14~21 8일간
2020년도 로마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이탈리아

(로    마)
상금 : €3,854,000

67 2020. 9.15~20 6일간
2020년도 ITF 브루흐쾨벨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독    일

(브루흐쾨벨)

ITF주니어대회

(3급)

68 2020. 9.21~26 6일간
2020년도 ITF 하노버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독    일

(하 노 버)

ITF주니어대회

(4급)

69 2020. 9.22~26 5일간
2020년도 ITF 미하스코스타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스 페 인

(미 하 스)

ITF주니어대회

(5급)

70 2020. 9.27~10.11 15일간
2020년도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프 랑 스

(파    리)

그랜드슬램대회

상금:€18,209,040

71 2020. 9.28~10. 3 6일간
2020년도 ITF 하노버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독    일

(하 노 버)

ITF주니어대회

(3급)

72 2020. 9.29~10. 4 6일간
2020년도 ITF 타라고나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스 페 인

(타라고나)

ITF주니어대회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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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0.10.12~17 6일간
2020년도 ITF 베일도로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포르투갈

(베일도로보)

ITF주니어대회

(5급)

74 2020.10.19~24 6일간
2020년도 ITF 리마솔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키프로스

(리 마 솔)

ITF주니어대회

(5급)

75 2020.10.20~25 6일간
2020년도 ITF 포르티망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포르투갈

(포르티망)

ITF주니어대회

(5급)

76 2020.10.26~31 6일간
2020년도 ITF 이스탄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터    키

(이스탄불)

ITF주니어대회

(3급)

77 2020.10.28~11. 1 5일간
2020년도 ITF 부다페스트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헝 가 리

(부다페스트)

ITF주니어대회

(5급)

78 2020.11. 2~7 6일간
2020년도 ITF 이스탄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터    키

(이스탄불)

ITF주니어대회

(3급)

79 2020.11. 3~7 5일간
2020년도 ITF 라르나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키프로스

(라르나카)

ITF주니어대회

(5급)

80 2020.11. 9~14 6일간
2020년도 ITF 무글라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터    키

(무 글 라)

ITF주니어대회

(4급)

81 2020.11. 9~14 6일간
2020년도 ITF 싱가포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싱가포르

ITF주니어대회

(5급)

82 2020.11.10~14 5일간
2020년도 ITF 라르나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키프로스

(라르나카)

ITF주니어대회

(4급)

83 2020.11.16~21 6일간
2020년도 ITF 안탈리아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터    키

(안탈리아)

ITF주니어대회

(4급)

84 2020.11.16~21 6일간
2020년도 ITF 텔데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스 페 인

(텔    데)

ITF주니어대회

(5급)

85 2020.11.16~21 6일간
2020년도 ITF 싱가포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싱가포르

ITF주니어대회

(5급)

86 2020.11.18~22 5일간
2020년도 ITF 프슈치나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폴 란 드

(프슈치나)

ITF주니어대회

(5급)

87 2020.11.23~28 6일간
2020년도 ITF 이스탄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터    키

(이스탄불)

ITF주니어대회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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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20.11.24~29 6일간
2020년도 ITF 나스톨라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핀 란 드

(나스톨라)

ITF주니어대회

(5급)

89 2020.11.30~12. 5 6일간
2020년도 ITF 이스탄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터    키

(이스탄불)

ITF주니어대회

(4급)



 라. 국제대회 경기전적

1) 2020년도 ITF 홍콩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19.12.30-2020. 1. 5

     나) 장       소  : 홍콩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박소현(성남시청)

2) 2020년도 ITF 심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19.12.31-2020. 1. 5

     나) 장       소  : 중국, 심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임준성(개인), 장윤석(천안MTC아카데미), 박도건(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3) 2020년도 ITF 찬디가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3)

     가) 기       간  : 2020. 1. 6-11

     나) 장       소  : 인도, 찬디가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김유진(중앙여중)

     라) 전       적  : (여자복식 준결승)

                        김유진 1(3 6)2    J. HUANG(중국)

                   X. HU(중국)   6 3    Y. LI(대만)

                                          7 10

4) 2020년도 ITF 홍콩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1. 6-12

     나) 장       소  : 홍콩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박소현(성남시청)

5) 2020년도 캔버라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162,480)

     가) 기       간  : 2020. 1. 6-12

     나) 장       소  : 호주, 벤디고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6) 2020년도 BNP 파리바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81,240)

     가) 기       간  : 2020. 1. 6-12

     나) 장       소  : 뉴칼레도니아, 누메아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남지성(세종시청), 송민규(한국산업은행)

7) 2020년도 ITF 프랑크푸르트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 1. 7-11

     나) 장       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준(양구고)

     라) 전       적  : (남자단식 결승)

                        김민준 0(4 6)2    T. LANIK(슬로바키아)

            G. GORDEEV(러시아)   3 6    J. TRUHLAR(체코)

8) 2020년도 ITF 심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 1. 7-12

     나) 장       소  : 중국, 심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성, 박도건(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김형진(양명고), 

                                   윤현덕, 심우혁, 현준하(양구고), 김성욱(전곡고), 강건욱(서울고), 

                                   장윤석(천안MTC아카데미), 김동현(효명고), 송우담(대전만년고)

                        선수(여) : 김민서(오산정보고), 김태희(수원여고), 

                                   이경서(탄벌중), 명세인, 김예은(정자중)

     라) 전       적  : (남자단식 결승)

                        장윤석 0(0 6)2    I. VASA(핀란드)        

                                          2 6

                        (남자복식 결승)

                        송우담 0(4 6)2    M. DU(중국)

                  G. WEN(중국)   3 6    S. LIU(중국)

9) 2020년도 방콕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4,160)

     가) 기       간  : 2020. 1.12-18

     나) 장       소  : 태국, 방콕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정윤성(의정부시청)



10) 2020년도 벤디고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4,160)

     가) 기       간  : 2020. 1.12-18

     나) 장       소  : 호주, 벤디고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송민규(한국산업은행)

11) 2020년도 ITF 뉴델리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2)

     가) 기       간  : 2020. 1.13-18

     나) 장       소  : 인도, 뉴델리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선수(여) : 김유진(중앙여중)

12) 2020년도 ITF 코즈웨이베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 1.13-18

     나) 장       소  : 홍콩, 코즈웨이베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심우혁, 윤현덕, 현준하(양구고), 송우담(대전만년고), 

                                   박도건(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장윤석(천안MTC아카데미)

                                   김동현(효명고)

     라) 전       적  : (남자단식 결승)

                        장윤석 2(6 1)0    심우혁

              6 2    

                        (남자복식 결승)

                        장윤석 2(6 1)0    J. BOER(네덜란드)

                  N. LIN(대만)   6 3    T. CHANG(대만)

13) 2020년도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WTA투어테니스대회 ($782,900)

     가) 기       간  : 2020. 1.13-18

     나) 장       소  : 호주, 애들레이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한나래(인천시청)

14) 2020년도 ITF 사이타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3)

     가) 기       간  : 2020. 1.15-19

     나) 장       소  : 일본, 사이타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재(서울고)



15) 2020년도 ITF 오펜바흐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 1.15-19

     나) 장       소  : 독일, 오펜바흐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준(양구고)

16) 2020년도 ITF 트러랠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1)

     가) 기       간  : 2020. 1.17-22

     나) 장       소  : 호주, 트러랠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구연우(싱크론아카데미)

17) 2020년도 ITF 콜카타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2)

     가) 기       간  : 2020. 1.20-25

     나) 장       소  : 인도, 콜카타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선수(여) : 김유진(중앙여중)

     라) 전       적  : (남자복식 결승)

                        신우빈 0(3 6)2    T. NIRUNDORN(태국)

            O. KIMHI(이스라엘)   6<4> 7    Y. SUEOKA(일본)

                        (여자복식 준결승)

                        김유진 0(5 7)2    M. HASEGAWA(일본)

          A. NAYAR(말레이시아)   2 6    Y. LI(대만)

18) 2020년도 방콕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4,160)

     가) 기       간  : 2020. 1.20-26

     나) 장       소  : 태국, 방콕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이덕희(서울시청)

19) 2020년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A$32,505,000)

     가) 기       간  : 2020. 1.20- 2. 3

     나) 장       소  : 호주, 멜버른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남지성(세종시청), 송민규(한국산업은행),

                                   이덕희(서울시청)

                        선수(여) : 한나래(인천시청)



20) 2020년도 호주오픈 주니어테니스대회 (GA)

     가) 기       간  : 2020. 1.25- 2. 1

     나) 장       소  : 호주, 멜버른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백다연(중앙여고), 구연우(싱크론아카데미), 박소현(성남시청)

21) 2020년도 ITF 람바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1)

     가) 기       간  : 2020. 1.27- 2. 1

     나) 장       소  : 파라과이, 람바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정보영(안동여고)

22) 2020년도 버니 인터내셔널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4,160)

     가) 기       간  : 2020. 1.27- 2. 2

     나) 장       소  : 호주, 버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이덕희(서울시청)

23) 2020년도 ITF 마나코르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15,000)

     가) 기       간  : 2020. 1.27- 2. 2

     나) 장       소  : 스페인, 마나코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은지(중앙여고)

24)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1.27- 2. 2

     나) 장       소  : 태국, 논타부리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나정웅, 오성국(대구시청), 정윤성(의정부시청), 김청의(대구시청)

     라) 전       적  : (남자복식 결승)

                        정윤성 1(6 3)2    S. RATIWATANA(태국)

            C. DENOLLY(프랑스)   4 6    W. TRONGCHAROENCHAIKUL(태국)

                                          5 10

25)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1.27- 2. 2

     나) 장       소  : 태국, 논타부리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은혜(NH농협은행), 신지호(개인), 장은세(개인)



26) 2020년도 ITF 포르투알레그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1)

     가) 기       간  : 2020. 2. 3-9

     나) 장       소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정보영(안동여고)

     라) 전       적  : (여자복식 준결승)

                        정보영 0(4 6)2    A. LECLERCQ(프랑스)

      S. ZEYNALOVA(우크라이나)   2 6    E. MATSUDA(일본)

27)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2. 3-9

     나) 장       소  : 태국, 논타부리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청의, 나정웅, 오성국(대구시청), 정윤성(의정부시청)

28)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2. 3-9

     나) 장       소  : 태국, 논타부리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은혜(NH농협은행), 신지호(개인), 장은세(개인)

29) 2020년도 론서스턴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4,160)

     가) 기       간  : 2020. 2. 3-9

     나) 장       소  : 호주, 론서스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이덕희(서울시청)

30) 2020년도 ITF 론서스턴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2. 3-9

     나) 장       소  : 호주, 론서스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박소현(성남시청)

31) 2020년도 ITF 팔마노바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15,000)

     가) 기       간  : 2020. 2. 3-9

     나) 장       소  : 스페인, 팔마노바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은지(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32) 2020년도 타타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610,010)

     가) 기       간  : 2020. 2. 3-9

     나) 장       소  : 인도, 푸네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33) 2020년도 ITF 크리시우마 바나나보울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A)

     가) 기       간  : 2020. 2.10-16

     나) 장       소  : 브라질, 크리시우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정보영(안동여고)

34) 2020년도 ITF 해밀턴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15,000)

     가) 기       간  : 2020. 2.10-16

     나) 장       소  : 뉴질랜드, 해밀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박소현(성남시청)

     라) 전       적  : (여자단식 결승)

                        박소현 1(4 6)2    E. SHIMIZU(일본)

  6 0    

  3 6

35) 2020년도 ITF 악퇴베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2.10-16

     나) 장       소  : 카자흐스탄, 악퇴베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정윤성(의정부시청)

     라) 전       적  : (남자복식 결승)

                        정윤성 2(6 3)0    R. BALZERANI(이탈리아)

A.SETKIC(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6 4    F. FORTI(이탈리아)

36) 2020년도 뉴욕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804,180)

     가) 기       간  : 2020. 2.10-16

     나) 장       소  : 미국, 뉴욕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37) 2020년도 클리블랜드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4,160)

     가) 기       간  : 2020. 2.10-16

     나) 장       소  : 미국, 클리블랜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남지성(세종시청), 송민규(한국산업은행)

38) 2020년도 드휴몽빌르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4,160)

     가) 기       간  : 2020. 2.16-23

     나) 장       소  : 캐나다, 드휴몽빌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남지성(세종시청), 송민규(한국산업은행)

39) 2020년도 ITF 프놈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 2.17-22

     나) 장       소  : 캄보디아, 프놈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동환(서울고), 박도건(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김민준(양구고)

                        선수(여) : 김다인희, 장가을(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이지은(중앙여중)

     라) 전       적  : (남자복식 결승)

                        박도건 0(2 6)2    A. HARAZAKI(일본)

           S. SANADA(일본)   3 6    S. NAKAJIMA(일본)

                        (여자단식 준결승)

                      김다인희 0(3 6)2    F. TIAN(중국)

             2 6    

40) 2020년도 ITF 이슬라마바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 2.17-22

     나) 장       소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임정민(서울삼육고), 이준서(건대부중)

41) 2020년도 ITF 악퇴베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2.17-23

     나) 장       소  : 카자흐스탄, 악퇴베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정윤성(의정부시청)



     라) 전       적  : (남자복식 준결승)

                        정윤성 <기>  W.O    V. IVANOV(에스토니아)

  J. KARIMOV(우즈베키스탄)       M. RATNIUK(러시아)

42) 2020년도 ITF 퍼스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2.17-23

     나) 장       소  : 호주, 퍼스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장수정(대구시청), 박소현(성남시청)

     라) 전       적  : (여자복식 준결승)

                        장수정 0(4 6)2    K. MORISAKI(일본)

            N. BAINS(영국)   1 6    E. SEMA(일본)

 

43) 2020년도 델레이비치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673,655)

     가) 기       간  : 2020. 2.17-23

     나) 장       소  : 미국, 델레이비치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44) 2020년도 ITF 마나코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3)

     가) 기       간  : 2020. 2.24-29

     나) 장       소  : 스페인, 마나코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은지(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45) 2020년도 ITF 캄보디아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 2.24-29

     나) 장       소  : 캄보디아, 프놈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동환(서울고), 박도건(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김민준(양구고)

                        선수(여) : 김다인희, 장가을(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이지은(중앙여중)

     라) 전       적  : (남자복식 준결승)

                        박도건 0(3 6)2    H. SHIMIZU(일본)

           S. SANADA(일본)   4 6    A. YAMANAKA(일본)



                        (여자단식 결승)

                      김다인희 2(7  <7>6)1    R. OBATA(일본)

             2 6    

             6 2    

                        (여자복식 결승)

                      김다인희 2(6 4)0    Y. KUBO(일본)

         Y. IGARASHI(일본)   6 4    A. MARUYAMA(일본)

46) 2020년도 ITF 이슬라마바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 2.24-29

     나) 장       소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임정민(서울삼육고), 이준서(건대부중)

47) 2020년도 콜럼버스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54,160)

     가) 기       간  : 2020. 2.24- 3. 1

     나) 장       소  : 미국, 콜럼버스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남지성(세종시청), 송민규(한국산업은행)

     라) 전       적  : (남자복식 준결승)

남지성 0(4 6)2    T. HUEY(필리핀)

           송민규   6 4    N. LAMMONS(미국)

                          5     10

48) 2020년도 ITF 퍼스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2.24- 3. 1

     나) 장       소  : 호주, 퍼스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장수정(대구시청), 박소현(성남시청)

49) 2020년도 ITF 안탈리아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2.24- 3. 1

     나) 장       소  : 터키, 안탈리아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정윤성(의정부시청)



50) 2020년도 아비에르토 멕시카노 텔셀 ATP 투어테니스대회 ($2,000,845)

     가) 기       간  : 2020. 2.24-29

     나) 장       소  : 멕시코, 아카풀코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51) 2020년도 ITF 논타부리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1)

     가) 기       간  : 2020. 3. 2-7

     나) 장       소  : 태국, 논타부리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송우담(대전만년고), 장윤석(천안MTC아카데미)

                        선수(여) : 구연우(싱크론아카데미), 김유진(중앙여중)

52) 2020년도 오라클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162,480)

     가) 기       간  : 2020. 3. 2-8

     나) 장       소  : 미국, 인디언 웰스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정현(한국체대)

53) 2020년도 ITF 모나스티어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15,000)

     가) 기       간  : 2020. 3. 2-8

     나) 장       소  : 튀니지, 모나스티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David Kim(개인)

54) 2020년도 ITF 밀두라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가) 기       간  : 2020. 3. 2-8

     나) 장       소  : 호주, 밀두라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박소현(성남시청)

55) 2020년도 ITF 카이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15,000)

     가) 기       간  : 2020. 3. 2-8

     나) 장       소  : 이집트, 카이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소라(고양시청)



     라) 전       적  : (여자복식 준결승)

                        이소라 1(6 3)2    Z. DESAI(인도)

               C. ROMEO(프랑스)   5 7    S. R. DZIK(폴란드)

                          7     10

56) 2020년도 세계여자테니스선수권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I그룹 예선 

     가) 기       간  : 2020. 3. 3-7

     나) 장       소  :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다) 선수단 명단  : 임원(감독) : 최영자, (코치) : 정성윤, (트레이너) : 왕서훤

                        선수(여) : 한나래, 김다빈(인천시청), 장수정(대구시청), 김나리(수원시청),

                                   최지희(NH농협은행)

     라) 전       적  : 3위

                                한  국 3    :    0 우즈베키스탄

                                장수정 2(6 3)0 A. AMANMURADOVA

                                                  6 4

                                한나래 2(5     7)1 S. SHARIPOVA

                                                  6     4

                                                  6 3

                                최지희 2(6     1)0 N. ABDURAIMOVA

                                김나리   6 3 A. AMANMURADOVA

 

                                한  국 1    :    2 대  만

                                장수정 2(6 3)0 Y. YANG

                                                  6 1

                                한나래 0(4     6)2 E. LIANG

                                                  2     6

                                한나래 0(3     6)2 H. CHAN

                                김나리   3 6 L. CHAN

 



                                한  국 1    :    2 인  도

                                장수정 0(5 7)2 R. BHOSALE

                                                  4 6

                                한나래 2(6     4)0 A. RAINA

                                                  6     0

                                한나래 0(4     6)2 S. MIRZA

                                김나리   4     6 A. RAINA

                                한  국 2    :    1 인도네시아

                                장수정 2(7 5)0 P M. NUGROHO

                                                  6 3

                                한나래 2(6     4)0 A. SUTJIADI

                                                  6     1

                                최지희 0(1     6)2 A. SUTJIADI

                                김나리   0     6 J. TJEN

                                한  국 0    :    3 중  국

                                장수정 0(1 6)2 S. ZHENG

                                                  0 6

                                한나래 0(3     6)2 S. ZHANG

                                                  5     7

                                최지희 0(2     6)2 S. PENG

                                김다빈   6<6>  7 Y. XU

57) 2020년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예선

     가) 기       간  : 2020. 3. 6-7

     나) 장       소  : 이탈리아, 칼리아리



     다) 선수단 명단  : 임원(감독) : 정희성, (코치) : 서용범, (트레이너) : 왕서훤

                        선수(남) : 이덕희(서울시청), 정윤성(의정부시청), 정홍(현대해상),

                                   남지성(세종시청), 송민규(한국산업은행)

     라) 전       적  : 한  국 0    :    4    이탈리아

                        이덕희 0(0      6)2    F. FOGNINI

                                          3  6

                        남지성 0(3      6)2    G. MAGER

                                          5      7

                                         

                        남지성 0(3   6)2    S. BOLLELI

                        송민규   1  6    F. FOGNINI

                        정윤성 0(0  6)2    S. TRAVAGLIA

                                          1  6

58) 2020년도 ITF 카이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5,000)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중도 취소)

     가) 기       간  : 2020. 3. 9-15

     나) 장       소  : 이집트, 카이로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김다빈(인천시청), 이소라(고양시청)

59) 2020년도 ITF 사라왁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1)

     가) 기       간  : 2020. 3.10-15

     나) 장       소  : 말레이시아, 사라왁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박도건(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선수(여) : 김유진(중앙여중)

60) 2020년도 신시내티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4,674,780)

     가) 기       간  : 2020. 8.22-29

     나) 장       소  : 미국, 뉴욕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61) 2020년도 프라하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137,560)

     가) 기       간  : 2020. 8.22-30

     나) 장       소  : 체코, 프라하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정현(한국체대)

62) 2020년도 오스트라바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132,280)

     가) 기       간  : 2020. 8.31- 9. 6

     나) 장       소  : 체코, 오스트라바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정현(한국체대)

63) 2020년도 US오픈테니스대회 ($21,656,000)

     가) 기       간  : 2020. 8.31- 9.13

     나) 장       소  : 미국, 뉴욕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64) 2020년도 ITF 라르나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 9. 1-5

     나) 장       소  : 키프로스, 라르나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재(서울고)

65) 2020년도 ITF 바르셀로나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 9. 7-12

     나) 장       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Gerard Campana Lee(개인)

                        선수(여) : 이은지(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라) 전       적  : (여자복식 준결승)

                        이은지 0(4 6)2    C. ARMENTERAS(스페인)

              A. PITTA(그리스)   4 6    M. MARTINEZ(스페인)

66) 2020년도 체코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132,280)

     가) 기       간  : 2020. 9. 7-13

     나) 장       소  : 체코, 프로스테요프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정현(한국체대)



67) 2020년도 ITF 라르나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 9. 8-12

     나) 장       소  : 키프로스, 라르나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재(서울고)

     라) 전       적  : (남자단식 준결승)

                        김민재 0(1 6)2    P. TROCHU(프랑스)

                       3 6    

68) 2020년도 로마오픈 ATP 투어테니스대회 (€3,854,000)

     가) 기       간  : 2020. 9.14-21

     나) 장       소  : 이탈리아, 로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69) 2020년도 ITF 브루흐쾨벨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3)

     가) 기       간  : 2020. 9.15-20

     나) 장       소  : 독일, 브루흐쾨벨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70) 2020년도 ITF 하노버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 9.21-26

     나) 장       소  : 독일, 하노버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라) 전       적  : (남자복식 준결승)

                        신우빈 0(5 7)2    G. BAILLY(벨기에)

             E. PORITZKY(미국)   2 6    A. BASILE(벨기에)

71) 2020년도 ITF 순창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 9.22-27

     나) 장       소  : 대한민국, 순창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조선웅(군위고) 외 다수 

                        선수(여) : 최온유(송산중) 외 다수 



 

     라) 전       적  : (남자단식 결승)

                        조선웅 2(6 2)0    양수영

                                          6 3

                        (남자단식 준결승)

                        강건욱 1(3 6)2    조선웅

                                          6 4    

                                          1 6    

                        (남자단식 준결승)

                        김동환 0(6<3> 7)2    양수영

                                          2 6    

                        (남자복식 결승)

                        김민준 2(6 3)1    강건욱

                      사공규빈   2     6    김동환

                                         10 6    

(남자복식 준결승)

                        조선웅 1(6 4)2    김민준

                        남일빈   3     6    사공규빈

  7     10

(남자복식 준결승)

                        김은재 0(6<0> 7)2    강건욱

                        이상현   3     6    김동환

(여자단식 결승)

                        최온유 2(6 1)1    장지오

                          4     6    

  7     5

(여자단식 준결승)

                        김하람 0(3 6)2    최온유

                          3     6    

(여자단식 준결승)

                        장가을 0(1 6)2    장지오

                          3     6



   

(여자복식 결승)

                        강나현 2(1 6)1    류하영

                        손성현   6     2    류영은

                         10     5    

                   (여자복식 준결승)

                        김유진 0(3 6)2    강나현

                        이경서   2     6    손성현

                   (여자복식 준결승)

                        김하람 0(3 6)2    류하영

                        양세연   5     7    류영은

72) 2020년도 ITF 미하스코스타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 9.22-26

     나) 장       소  : 스페인, 미하스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Gerard Campana Lee(개인)

                        선수(여) : 이은지(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라) 전       적  : (여자복식 준결승)

                        이은지 1(7 5)2    N. ARANZABAL(스페인)

              A. PITTA(그리스)   1 6    M. MARTINEZ(스페인)

                       3 10

73) 2020년도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18,209,040)

     가) 기       간  : 2020. 9.27-10.11

     나) 장       소  : 프랑스, 파리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권순우(당진시청) 

74) 2020년도 ITF 하노버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3)

     가) 기       간  : 2020. 9.28-10. 3

     나) 장       소  : 독일, 하노버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라) 전       적  : (남자복식 결승)

                        신우빈 0(2 6)2    L. RODRIGUEZ(프랑스)

    F. Van DONSELAAR(네덜란드)   3 6    A. TRAMONTIN(이탈리아)

75) 2020년도 ITF 타라고나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 9.29-10. 4

     나) 장       소  : 스페인, 타라고나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Gerard Campana Lee(개인)

                        선수(여) : 이은지(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라) 전       적  : (남자단식 준결승)

           G. C. LEE 0(1 6)2    X. ORTEGA(스페인)

                0Ret 2       

                        (남자복식 준결승)

            G. C. LEE <기>  W.O    D. MOROS(스페인)

                D. ARBIZU(스페인)      A. PERTUSA(스페인)

                        (여자복식 결승)

                        이은지 0(6<10> 7)2    C. ARMENTERAS(스페인)

              A. PITTA(그리스)   2 6    L. DOMINGO(스페인)

76) 2020년도 ITF 베일도로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0.12-17

     나) 장       소  : 포르투갈, 베일도로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은지(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77) 2020년도 ITF 리마솔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0.19-24

     나) 장       소  : 키프로스, 리마솔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재(서울고)

     라) 전       적  : (남자복식 준결승)

           김민재 0(4 6)2    P. PARSON(키프로스)

             D. ACAROGLU(영국)   2 6    P. PHOTIADES(키프로스)



78) 2020년도 ITF 포르티망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0.20-25

     나) 장       소  : 포르투갈, 포르티망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은지(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라) 전       적  : (여자복식 준결승)

           이은지 1(6 2)2    N. ARANZABAL(스페인)

             A. PITTA(그리스)   6<8> 7    R. CHICA(스페인)

                                          9 11    

79) 2020년도 ITF 이스탄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3)

     가) 기       간  : 2020.10.26-31

     나) 장       소  : 터키, 이스탄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장윤석(천안MTC아카데미)

                        

80) 2020년도 ITF 안동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0.26-31

     나) 장       소  : 대한민국, 안동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심우혁(양구고) 외 다수 

                        선수(여) : 김유진(중앙여중) 외 다수  

     라) 전       적  : (남자단식 결승)

                        심우혁 2(2 6)1    윤현덕

                                          6 2

                                          6 1    

                       (남자단식 준결승)

                        조선웅 1(3 6)2    심우혁

                                          6 2    

                                          3 6    

                       (남자단식 준결승)

                        김형진 1(4     6)2    윤현덕

                                          6 3    

                                          5 7    



                       (남자복식 결승)

                        현준하 2(7  <3>6)0    김민성

                        김민준   6     3    이해선

(남자복식 준결승)

                        심우혁 0(1 6)2    현준하

                        윤현덕   3     6    김민준

(남자복식 준결승)

                        조선웅 0(3 6)2    김민성

                        송우담   5     7    이해선

(여자단식 결승)

                        김유진 2(6     4)0    임희래

                          6     1    

(여자단식 준결승)

                        강나현 0(4 6)2    김유진

                          1     6    

(여자단식 준결승)

                        최지우 0(2 6)2    임희래

                          2     6    

(여자복식 결승)

                        강나현 2(6     4)0    임희래

                        박서연   7  <4>6    김하람

                   (여자복식 준결승)

                        최지우 0(3 6)2    강나현

                        장아영   2     6    박서연

                   (여자복식 준결승)

                        장수하 0(5 7)2    임희래

                        김유진   1     6    김하람

81) 2020년도 ITF 부다페스트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0.28-11. 1

     나) 장       소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Gerard Campana Lee(개인)



     라) 전       적  : (남자단식 결승)

        G. C. LEE 1(3 6)2    I. HORNUNG(헝가리)

                                          6 3

                                          5 7    

82) 2020년도 ITF 이스탄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3)

     가) 기       간  : 2020.11. 2-7

     나) 장       소  : 터키, 이스탄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장윤석(천안MTC아카데미)

     라) 전       적  : (남자단식 준결승)

        장윤석 0(1 6)2    J. MENSIK(체코)

                                          1 6

83) 2020년도 ITF 라르나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1. 3-7

     나) 장       소  : 키프로스, 라르나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재(서울고)

84) 2020년도 ITF 양구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1. 4-8

     나) 장       소  : 대한민국, 양구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조선웅(군위고) 외 다수 

                        선수(여) : 강나현(경북여고) 외 다수  

     라) 전       적  : (남자단식 결승)

                        조선웅 2(6 1)0    김형진

                                          6 3

                        (남자단식 준결승)

                        노호영 0(0 6)2    조선웅

                                          1 6    

                        (남자단식 준결승)

                        서현운 0(0     6)2    김형진

                                          4 6   



                        (남자복식 결승)

                        김정안 2(7  <5>6)1    김장준

                        이준환   1     6    노호영

                                          9     11   

(남자복식 준결승)

                        김세현 0(1 6)2    김정안

                        이건우   2     6    이준환

(남자복식 준결승)

                        김은재 0(3 6)2    김장준

                        이상헌   4     6    노호영

(여자단식 결승)

                        강나현 2(6 2)0    김하람

                          6     1    

(여자단식 준결승)

                      김다인희 1(3 6)2    강나현

                          6     3    

                                          5 7  

(여자단식 준결승)

                        안현지 0(2 6)2    김하람

                          1 6    

(여자복식 결승)

                        한형주 2(6 0)0    장아영

                        윤선우   6 2    박서연

                   (여자복식 준결승)

                        길희원 0(0 6)2    한형주

                        이가은   0 6    윤선우

                   (여자복식 준결승)

                        하선민 0(6<5>  7)2    장아영

                        김은후   3 6    박서연

85) 2020년도 ITF 무글라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11. 9-14



     나) 장       소  : 터키, 무글라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86) 2020년도 ITF 싱가포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1. 9-14

     나) 장       소  : 싱가포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채연(개인)

87) 2020년도 ITF 라르나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11.10-14

     나) 장       소  : 키프로스, 라르나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재(서울고)

88) 2020년도 ITF 월드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가) 기       간  : 2020. 11.13 - 15

     나) 장       소  : 대한민국, 천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고광주 외 다수

     라) 전       적  : (남자단식 35+ 결승)

                        조병국 (KEPA )     2(6  3)0    고광주 (KMTC,금테)

       6  3

                       (남자단식 35+ 준결승)

          조병국 (KETA)       2(6  2)0      권제형(옥천클럽

       6  3

          고광주 (KMTC,금테)    W.O  <기>   공기훈 (바볼랏)

                       (남자복식 35+ 결승)

      이재봉 (조마)         2(6  2)0      고광주 (KMTC,금테)

      이철희 (조마)           6  1      조병국 (KEPA)

                       (남자복식 35+ 준결승)

      이재봉 (조마)          2(6  2)0       김수환 (천안) 

      이철희 (조마)            6  0          윤세영 (천안)



      고광주 (KMTC,금테)    2(6   3)0       박현진 (베스트90,요넥스)

      조병국 (KEPA)        6   1         이상준 (CS스포츠)

                       (남자복식 50+ 결승)

            김만중 (양평강하)       2(6  2)1       나원근 (대전광전,한우리,조마,충청하나로)

      노진식 (청주GS)          2  6         노종대 (충남협회)

               10  3

                       (남자복식 50+ 준결승)

            김만중 (양평강하)        2(6  0)0       신정균 (아산)

      노진식 (청주GS)           6  1        황선철 (아산)

            나원근 (대전광전)        2(6  4)0       김상욱 (옥구클럽)

      노종대 (충남협회)          7  6        김상훈 (군포,안산단테매)

                       (남자복식 60+ 결승)

      곽용운 (KTA)            2(6  2)0       김성태 (익산)

      김종길 (세종)            6  1       송양구 (천안)

                       (남자복식 60+ 준결승)

      곽용운 (KTA)            2(7  6)0      김점규 (창원)

      김종길 (세종)            6  3      정진욱 (창원)

      김성태 (익산)           W.O  <기>      이병성 (논산)

      송양구 (천안)        이상필 (대전)

89) 2020년도 ITF 안탈리아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11.16-21

     나) 장       소  : 터키, 안탈리아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라) 전       적  : (남자복식 준결승)

                        신우빈 0(4 6)2    A. AZKARA(터키)

           R. KOMAGATA(일본)   2 6    O. COLAK(미국)



90) 2020년도 ITF 텔데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1.16-21

     나) 장       소  : 스페인, 텔데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Gerard Campana Lee(개인)

                        선수(여) : 이은지(최주연테니스아카데미)

     라) 전       적  : (남자복식 준결승)

                    G. C. LEE 0(1 6)2    N. MERRE(벨기에)

         H. SALMERON(스페인)   5 7    T. PEREIRA(포르투갈)

                   (여자복식 준결승)

                        이은지 0(1 6)2    E. McDONALD(영국)

              A. PITTA(그리스)   1     6    H. READ(영국)

91) 2020년도 ITF 싱가포르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1.16-21

     나) 장       소  : 싱가포르

     다) 선수단 명단  : 선수(여) : 이채연(개인)

92) 2020년도 ITF 프슈치나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1.18-22

     나) 장       소  : 폴란드, 프슈치나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재(서울고)

93) 2020년도 ITF 이스탄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3)

     가) 기       간  : 2020.11.23-28

     나) 장       소  : 터키, 이스탄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94) 2020년도 ITF 나스톨라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5)

     가) 기       간  : 2020.11.24-29

     나) 장       소  : 핀란드, 나스톨라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김민재(서울고)



     라) 전       적  : (남자단식 준결승)

                        김민재 0(2 6)2    T. RIKKONEN(핀란드)

            3 6    

94) 2020년도 ITF 이스탄불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J4)

     가) 기       간  : 2020.11.30-12. 5

     나) 장       소  : 터키, 이스탄불

     다) 선수단 명단  : 선수(남) : 신우빈(개인)

     라) 전       적  : (남자단식 준결승)

                        신우빈 0(3 6)2    A. SINHA(미국)

            4 6    

                   (남자복식 결승)

                        신우빈 2(6<4> 7)1    T. AVCIBASI(터키)

          R. KOMOGATA(일본)   6     4    M. COMAN(루마니아)

           12 10    



3.

2020년도

생활체육 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장    소 주  최 주  관

1 미 개최 4일간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겸 한·일생활체육교류대회
전라북도

대한

체육회
협회

2020년도 생활체육 사업보고

가. 예산사업

순번 년  월  일 대회기간 대  회  명  칭 장   소 주 최 비  고

1  개최순연 2일간
제6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

경상북도, 문경

(문경국제정구장 

외 보조경기장)

협회 협회

2  개최순연 2일간
제10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

전라남도, 여수

(진남체육공원 외 

보조경기장)

“ “

3 미 개최 5일간
2020 한국공항공사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경기도, 부천 외

(부천시립테니스

장 외)

“
한국공항

공사

나. 주관사업



다. 랭킹대회

순번 일자 대회명 그룹 순번 일자 대회명 그룹

1 01.11~01.12 대구청록배 CA 33 07.05~07.12 제천시장배 CA

2 미 개최 춘천백두대간배 CA 34 07.11~07.19 김천배 MA

3 미 개최 대구쉬메릭배 GS 35 미 개최 목포시장배 CA

4 미 개최 빅인천배 GS 36 미 개최 뉴트리솔루션배 FU

5 미 개최 여수협회장배 CA 37 미 개최 군위삼국유사배 CA

6 미 개최 상주곶감배 CA 38 미 개최 경북드림밸리배 IN

7 미 개최 구미새마을배 IN 39 미 개최 가평푸른연인배 CA

8 미 개최 광주빛고을배 CA 40 미 개최 영일만배 CA

9 미 개최 광양시장배 IN 41 미 개최 순천만국가정원배 GS

10 미 개최 대구일보배 CA 42 미 개최 양평군수여성대회 FU

11 미 개최 대전한꿈이배 MA 43 미 개최 과천토리아리배 IN

12 미 개최 군산새만금배 IN 44 미 개최 진주씰리코리아배 CA

13 미 개최 화곡어머니배 GS 45 미 개최 한빛코리아배 MA

14 미 개최 산청천왕봉배 FU 46 미 개최 거창사과배 CA

15 미 개최 남원춘향배 CA 47 미 개최 경기광주남한산성배 IN

16 미 개최 부천복사배 MA 48 미 개최 영주풍기인삼축제배 CA

17 미 개최 달성비슬산배 MA 49 미 개최 한국공항공사배 MA

18 미 개최 함양군수배 IN 50 미 개최 안동하회탈배 CA

19 미 개최 이천도자기배 CA 51 미 개최 전국가족체육축전 FU

20 미 개최 울산배 MA 52 미 개최 인천오픈 MA

21 미 개최 예천군협회장배 CA 53 미 개최 창녕화왕산배 CA

22 미 개최 진주시장배 MA 54 미 개최 사천단감배 IN

23 미 개최 춘천소양강배 FU 55 미 개최 홍성한우배 IN

24 미 개최 전남도지사배 GS 56 미 개최 이천레이디스컵 FU

25 미 개최 울진금강송배 CA 57 미 개최 테니스나라배 MA

26 미 개최 양평군수배 IN 58 미 개최 사천시오픈 CA

27 미 개최 경남협회장배 CA 59 미 개최 모악배 IN

28 미 개최 통영이순신장군배 MA 60 미 개최 문경오미자배 IN

29 미 개최 홍천무궁화배 CA 61 미 개최 조치원복숭아배 CA

30 미 개최 태백산배 CA 62 미 개최 한주소금배 MA

31 미 개최 충남협회장배 FU 63 미 개최 거제시장배 IN

32 미 개최 강릉임해배 CA



  2) 시니어

순번 일자 대회명 그1룹 순번 일자 대회명 그룹

1 미 개최 부산광역시장배 1 9 미 개최 울산광역시장배 1

2 미 개최 경기도시니어 1 10 미 개최 전라남도지사배 1

3 미 개최 대구광역시장배 1 11 미 개최 경기광주남한산성배 1

4 미 개최 대전광역시장배 1 12 미 개최 한국공항공사배 1

5 미 개최 어르신페스티발 1 13 미 개최 경남협회장배 1

6 미 개최 영주풍기인삼축제 1 14 미 개최 천안유관순배 1

7 미 개최 충북청풍명월배 1 15 미 개최 춘천소양강배 1

8 미 개최 광주빛고을배 2



라. 경기전적

1) 예산사업

가)  제6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순연”

  

나)  제10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순연

다)  2020 한국공항공사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 미 개최”

2) 주관사업

가)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미 개최”

나)  2020 한·일 생활체육교류 “ 미 개최”



4.

2020년도

훈련 사업 





2020년도 훈련 사업보고

순번 년  월  일 훈련기간 훈    련    명    칭 훈련장소 참여인원

1  2020. 1. 2 ~ 21 20일간  2020년도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경기도 안성시

(안성실내테니스장)

지도자 4

선수(남) 8

선수(여) 8

2 2020. 1. 5 ~ 30 26일간
 2020년도 1월 여자 국가대표

 입촌훈련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

지도자 3

선수(여) 6

3  2020. 1. 17 ~ 30 13일간  2020년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테니스장)

지도자 4

선수(남) 8

선수(여) 8

4 2020. 2.19~26 8일간
 2020년도 2월 여자 국가대표

 입촌훈련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

지도자 3

선수(여) 4

5 2020. 2.28~3. 9 11일간
 2020년도 여자 국가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페드컵 참가)

아랍에미레이트

(두 바 이)

지도자 3

선수(여) 5

6 2020. 2.29~3. 9 9일간
 2020년도 남자 국가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데이비스컵 참가)

이탈리아

(칼리알리)

지도자 3

선수(남) 5

7
 2020 4월~5월중

 (미 실시)
14일간  2020년도 후보선수 국외합숙훈련 미     정

지도자 2

선수(남) 4

선수(여) 4

8
 2020 6월~7월중

 (2021년으로 연기)
20일간  2020년도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미     정

지도자 4

선수(남) 12

선수(여) 12

9 2020. 7. 4~31 20일간
 2020년도 7월 국가대표 비대면 

 강화훈련
개인별 상이

지도자 3

선수(남) 6

선수(여) 6

10
 2020 7월~8월중

 (2021년으로 연기)
15일간  2020년도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 미     정

지도자 4

선수(남) 8

선수(여) 8

11
 2020 7월~8월중

 (2021년으로 연기)
20일간  2020년도 청소년선수 하계합숙훈련 미     정

지도자 6

선수(남) 6

선수(여) 6

12 2020. 8. 3~22 20일간
 2020년도 8월 국가대표 비대면 

 강화훈련
개인별 상이

지도자 3

선수(남) 6

선수(여) 6

13
 2020. 11월~12월중

 (미 실시)
14일간  2020년도 청소년대표 국외전지훈련 미     정

지도자 3

선수(남) 4

선수(여) 4

14
 2020. 12월중

 (미 실시)
21일간  2020년도 잠재적체육영재 특별훈련 미     정

지도자 1

선수(남) 2

선수(여) 2



1) 2020년도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가) 기    간 : 20. 1. 2 ~ 1. 21 (20일간)

  나)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안성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다) 참여명단

구    분 성명 소속

전임지도자 손승리 국가대표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전문지도자 최유혁 -

트레이너 유진 -

트레이너 정명수 엑시온

선수(남) 오찬영 구미시청

선수(남) 이정헌 울산대 3년

선수(남) 조성우 한국체대 3년

선수(남) 최재성 울산대 2년

선수(남) 김재우 한국체대 2년

선수(남) 홍승헌 명지대 3년

선수(남) 성하연 한국교통대 2년

선수(남) 박성호 순천향대 2년

선수(남) 강완석 안동고 2년

선수(남) 조선웅 군위고 1년

선수(남) 장태하 삼일공고 2년

선수(남) 송승하 동래고 3년

선수(여) 이은혜 NH농협은행

선수(여) 정영원 NH농협은행

선수(여) 송경은 안동시청

선수(여) 박수빈 한국체대 3년

선수(여) 김채리 인천시청

선수(여) 이다미 성남시청

선수(여) 공효진 인천대 3년

선수(여) 강나현 대구일중 3년

선수(여) 정보영 안동여고 2년

선수(여) 이은지 중앙여고 3년

선수(여) 오은지 중앙여고 3년

선수(여) 조시형 강릉정보공고 2년



2) 2020년도 1월 여자 국가대표 입촌훈련

  가) 기    간 : 2020. 1. 5~30 (26일간)

  나) 장    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

  다) 참여명단

구    분 성명 소속

감    독 최영자 수원시청

코    치 정성윤 구미시청

트레이너 왕서훤 대한테니스협회

선수(여) 한나래 인천시청

선수(여) 김나리 수원시청

선수(여) 최지희 NH농협은행

선수(여) 장수정 대구시청

선수(여) 정수남 강원도청

선수(여) 김다빈 인천시청



3) 2020년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가) 기    간 : 2020. 1. 17 ~ 29 (20일간)

  나) 장    소 : 제두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테니스장

  다) 참여명단

구    분 성명 소속

전담지도자 양성모 꿈나무 전담지도자

전문지도자 김경오

전문지도자 임새미 부산대 강사

트레이너 방훈배 트레이너

선수(남) 조세혁 전주금암초 5년

선수(남) 이웅찬 인천청천초 5년

선수(남) 지시온 서울배봉초 5년

선수(남) 조영승 홍연초 5년

선수(남) 황주찬 인천간석초 5년

선수(남) 정준혁 전곡초 5년

선수(남) 김주언 진잠초 5년

선수(남) 조민혁 전주금암초 4년

선수(여) 이하음 신촌초 5년

선수(여) 안순민 비봉초 4년

선수(여) 임사랑 안동용상초 5년

선수(여) 이지원 홍연초 5년

선수(여) 이다연 문막초 5년

선수(여) 추예성 군위초 4년

선수(여) 안혜정 안동용상초 5년

선수(여) 조이담 월천초 5년



구    분 성명 소속

감    독 최영자 수원시청

코    치 정성윤 구미시청

트레이너 왕서훤 대한테니스협회

선수(여) 한나래 인천시청

선수(여) 김나리 수원시청

선수(여) 최지희 NH농협은행

선수(여) 김다빈 인천시청

 

4) 2020년도 2월 여자 국가대표 입촌훈련

  가) 기    간 : 2020. 2.19~26 (8일간)

  나) 장    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

  다) 참여명단

 

5) 2020년도 여자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페드컵 참가)

  가) 기    간 : 2020. 2.28 ~3. 9 (11일간)

  나) 장    소 :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다) 참여명단

구    분 성명 소속

감    독 최영자 수원시청

코    치 정성윤 구미시청

트레이너 왕서훤 대한테니스협회

선수(여) 한나래 인천시청

선수(여) 김나리 수원시청

선수(여) 최지희 NH농협은행

선수(여) 장수정 대구시청

선수(여) 김다빈 인천시청



 

 6)  2020년도 남자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데이비스컵 참가)

  가) 기    간 : 2020. 2.29~3. 9 (9일간)

  나) 장    소 : 이탈리아, 칼리알리

  다) 참여명단

구    분 성명 소속

감    독 정희성 부천시청

코    치 서용범 부천시체육회

트레이너 김태환 -

선수(남) 이덕희 서울시청

선수(남) 정윤성 의정부시청

선수(남) 송민규 한국산업은행

선수(남) 남지성 세종시청

선수(남) 정  홍 현대해상화재보험



7) 2020년도 7월 국가대표 비대면 강화훈련

  가) 기    간 : 2020. 7. 4~31 (20일간)

  나) 장    소 : 개인별 상이

  다) 참여명단

구    분 성명 소속

감    독 정희성 부천시청

감    독 최영자 수원시청

트레이너 왕서훤 대한테니스협회

선수(남) 이덕희 서울시청

선수(남) 정윤성 의정부시청

선수(남) 송민규 한국산업은행

선수(남) 남지성 세종시청

선수(남) 정  홍 현대해상화재보험

선수(남) 홍성찬 세종시청

선수(여) 한나래 인천시청

선수(여) 김나리 수원시청

선수(여) 최지희 NH농협은행

선수(여) 장수정 대구시청

선수(여) 정수남 강원도청

선수(여) 김다빈 인천시청



 8) 2020년도 8월 국가대표 비대면 강화훈련

  가) 기    간 : 2020. 8. 3~22 (20일간)

  나) 장    소 : 개인별 상이

  다) 참여명단

구    분 성명 소속

감    독 정희성 부천시청

감    독 최영자 수원시청

트레이너 왕서훤 대한테니스협회

선수(남) 이덕희 서울시청

선수(남) 정윤성 의정부시청

선수(남) 송민규 한국산업은행

선수(남) 남지성 세종시청

선수(남) 정  홍 현대해상화재보험

선수(남) 홍성찬 세종시청

선수(여) 한나래 인천시청

선수(여) 김나리 수원시청

선수(여) 최지희 NH농협은행

선수(여) 장수정 대구시청

선수(여) 정수남 강원도청

선수(여) 김다빈 인천시청



5.

2020년도

강습회/교육 사업





2020년도 강습회/교육 사업

순번 년  월  일 강습기간 강   습   명   칭 강습장소 비 고

1  2020. 2 ~ 2021.02.28
연간

(이월)
2020년도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방송제작·송출

2  2020. 2. 7 ~ 9 3일간  2020년도 정기심판강습회
서울특별시

(올림픽테니스장)

3  2020. 4 ~ 2021. 2
연간

(이월)
2020년 여학생스포츠 테니스 교실 전    국

4  2020. 5.11.~ 13 3일간 제1차 상임심판 전문화교육
서울특별시

(올림픽테니스장)

5
 2020년도 상반기

 (미 개최)
4일간

 2020 ITF Play Tennis Course(1차)

(매직테니스 지도자 강습회)
미    정

6
 2020년도 상반기

 (미 개최)
7일간

 2020 ITF Coaching Beginner & 

Intermediate Players Course

 (CBI 코스, 초급/중급자 지도 

과정) 

미    정

7  2020.9.19. 1일간 제1차 ITF 심판 워크샵
경상북도

(김천 종합운동장)

8  2020.10.22. 1일간 제2차 ITF 심판 워크샵
경상북도

(안동 시민테니스장)

9  2020. 11 ~ 2021. 3
연간

(이월)
2020년 행복나눔 테니스 교실 전    국

10  2020.11.4. 1일간 제3차 ITF 심판 워크샵
충청남도

(천안 종합운동장)

11  2020.12.8. 1일간 제4차 ITF 심판 워크샵
서울특별시

(올림픽테니스장)

12  2020.12.14. 1일간 제5차 ITF 심판 워크샵 비대면강의

13  2020.12.22 1일간 제2차 상임심판 전문화교육 
서울특별시

(올림픽테니스장)

14
 2020년도 하반기

 (미 개최)
5일간  2020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강습회 미    정



1)  2020 어르신체육활동지원

   ○ 기    간 : 2020. 01.01 - 2021. 2. 28 

   ○ 대    상 : 만60세 이상 어르신 (불특정 다수)

   ○ 사업내용

          1) 온라인 컨텐츠 제작 

             - 지도자 워크숍 교육 동영상 (1편)

             - 어르신 매직테니스 동영상  (2~5편)



          2) 방송제작·송출 사업

             - SBS 모닝와이드 3부 방송 3회 송출 (2020.12.29 / 2021.01.05 / 2021.01.12)

             - 방송시청 인증샷, 퀴즈 이벤트 진행

2)  2020년도 정기심판강습회

   ○ 기    간 : 2020. 2. 7  - 9

   ○ 장    소 : 올림픽테니스경기장 센터코트 2층 대한테니스협회 회의실

   ○ 목    적 

         - 정기심판강습회를 통한 테니스 규칙 이해 

         -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보편타당한 판정의 기준을 사례별 학습을 통해 수립하고 

           각 대회에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우수심판 육성

         - 심판의 사회적 - 도덕적 - 인격적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의식 고취

   ○ 주    최 : (사)대한테니스협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참가대상 : 테니스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에 관해 알고 싶은 일반 동호인 및 선수출신

                     (총 30명 참가자 중 26명 합격)



3)  2020 여학생스포츠 테니스교실

   ○ 기    간 : 2020. 4월 - 2021. 2월 

   ○ 장    소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 주    최 : 대한체육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운영현황

순번 시·도 시·군·구 학 교 명 운영기간 횟수 대표지도자

1 서울 노원구 삼육중학교 9월~12월 18회 이상훈

2 서울 영등포구 관악고 9월~12월 18회 유환홍

3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여자중 5월~10월 18회 심미선

4 부산 사하구 효림초 5월~10월 18회 제상모

5 부산 남구 부산발도로프학교 6월~10월 18회 박일조

6 경기 연천군 왕산초 5월~10월 18회 박신구

7 경기 연천군 온대초 5월~10월 18회 박성아

8 경기 부천시 성주중 5월~10월 18회 박종실

9 경기 파주시 지산초 6월~12월 18회 육종민

10 경기 파주시 동패초 6월~2월 18회 이영조

11 충남 천안시 직산초 6월~11월 18회 정양진

12 충남 천안시 일봉초 9월~11월 18회 최재경

13 전북 진안군 진안중앙초 5월~10월 18회 김민호

14 전북 완주군 상관중 6월~11월 18회 공윤영

15 경북 김천시 감문중 6월~2월 18회 김희준

16 경북 포항시 포항양덕초 5월~10월 18회 송두태

17 경남 거제시 창호초 6월~2월 18회 조상흠

18 전북 전주시 금암초 9월~12월 18회 방기훈

19 제주 제주시 한라중 9월~12월 18회 김경오



4) 제1차 상임심판 전문화교육

   ○ 기    간 : 2020.5.11.~13.

   ○ 장    소 : 서울 올림픽테니스경기장 2층 회의실

   ○ 목    적 

           - 상임심판의 자질 향상 및 윤리의식 강화 교육을 통해 스포츠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시청각 교육과 국내시합 사례 연구를 통한 심판 판정 일관성 유지 제고

   ○ 주    최 : (사)대한테니스협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참가대상 : 상임심판 7명   

  

5) 제1차 ITF 심판 워크샵 

   ○ 기    간 : 2020.9.19

   ○ 장    소 : 김천 종합운동장 레퍼리실

   ○ 목    적 : 심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국제테니스연맹 지원사업)

   ○ 주    최 : (사)대한테니스협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참가대상 : 심판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심판 선착순 10명     

6) 제2차 ITF 심판 워크샵 

   ○ 기    간 : 2020.10.22.

   ○ 장    소 : 안동 시민운동장 회의실

   ○ 목    적 : 심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국제테니스연맹 지원사업)

   ○ 주    최 : (사)대한테니스협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참가대상 : 심판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심판 선착순 10명     

 7) 제3차 ITF 심판 워크샵 

   ○ 기    간 : 2020.11.4.

   ○ 장    소 : 천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레퍼리실

   ○ 목    적 : 심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국제테니스연맹 지원사업)

   ○ 주    최 : (사)대한테니스협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참가대상 : 심판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심판 선착순 10명    



8)  2020 행복나눔 테니스교실

가) 강습회

   ○ 기    간 : 2020. 11월 - 2021. 3월 

   ○ 장    소 : 전국 아동센터 및 인근 체육시설

   ○ 참가대상 :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

   ○ 운영현황

순번 시·도 시·군·구 센터명
운영기간

(시간)
횟수 대표지도자

1 경기 파주시 꽃동산지역아동센터 11월~3월 18 육종민

2 경기 고양시 만나지역아동센터 11월~3월 18 함정경

3 경기 연천군 전곡지역아동센터 11월~3월 18 박신구

4 경기 동두천시 두레지역아동센터 11월~3월 18 이효영

5 경기 연천군 연천지역아동센터 11월~3월 18 박성아

6 전북 익산시 참된지역아동센터 11월~3월 18 김민호

7 경북 포항시 대명지역아동센터 11월~3월 18 송두태

8 부산 해운대구 예선지역아동센터 11월~3월 18 심미선

나) 부대행사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취소

9) 제4차 ITF 심판 워크샵 

   ○ 기    간 : 2020.12.9.(금)

   ○ 장    소 : 서울 올림픽테니스경기장 2층 회의실

   ○ 목    적 :  심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국제테니스연맹 지원사업)

   ○ 주    최 : (사)대한테니스협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참가대상 : 심판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심판 선착순 10명      

10) 제5차 ITF 심판 워크샵 

   ○ 기    간 : 2020.12.14.(월)

   ○ 장    소 : 비대면강의

   ○ 목    적 : 심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국제테니스연맹 지원사업)

   ○ 주    최 : (사)대한테니스협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참가대상 : 심판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심판 선착순 10명   

  

11) 제2차 상임심판 전문화교육

   ○ 기    간 : 2020.12.22.

   ○ 장    소 : 서울 올림픽테니스경기장 2층 회의실

   ○ 목    적 :

        상임심판의 자질 향상 및 윤리의식 강화 교육을 통해 스포츠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시청각 교육과 국내시합 사례 연구를 통한 심판 판정 일관성 유지 제고

   ○ 주    최 : (사)대한테니스협회

   ○ 주    관 : (사)대한테니스협회

   ○ 참가대상 : 상임심판 6명     

12) 2020 ITF Play Tennis Course(1차)  매직테니스 지도자 강습회   “미 개최”

13) 2020 ITF Coaching Beginner & Intermediate Players Course    “미 개최”

   (CBI 코스, 초급/중급자 지도 과정) 

   

14) 2020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강습회   “미 개최”





6.

2020년도

회의/공인검정 보고





회의명 개최일 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2020년 제1차 전체이사회 2020.01.16
올림픽파크텔 2층 

런던홀

1. 보고안건

가. 전차 이사회 초록

나. 2019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

다.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

라. 꿈나무육성기금 집행 보고

마. 2019년도 공인검정사업 결과 보고

바. 2019년도 대한테니스협회 체육유공자 선정 

    진행 보고

사. 미디어윌 항소심 진행사항 보고

아. 육사테니스코트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한 행정

   소송 진행 보고

자. 사무처 주요 업무 보고

차. 홍보위원회 구성 보고

2. 심의안건

가.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 의결

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의결

다. 각종 규정 개정 승인 의결

라.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승인 의결

마. 2020 남.여 국가대표 감독, 선수 및 트레이너 

    선발 승인 의결

사. 2020년도 신규 국제대회 개최 및 KTA 랭킹

   부여 승인 의결

아. WTA 코리아오픈 사업계획 제외 승인 의결

2020년도 회의 보고

가. 대의원총회 개최 보고

회의명 개최일 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2020.02.01

서   울 

(올림픽파크텔 

4층 베를린홀)

1. 보고안건

가. 전차회의록 보고

나. 임원 보선 보고

다. 2019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

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2. 심의안건

가.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의결

나. 정관 개정 승인 의결 

다. 홍보위원장 선임 승인 의결

2020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2020.05.27

서   울 

(올림픽공원내테

니스경기장 2층 

회의실)

1. 보고안건

가. 전차 회의록 보고

2. 심의안건

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승인 의결

나. 이사회 개최 보고



회의명 개최일 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2020년 제2차 전체이사회 2020.02.25 서면결의

1. 보고안건

가. 전차 이사회 초록

나. 2020년도 제1차 공인검정사업 결과 보고

다. 2019년도 꿈나무육성기금 지원 결과 보고

2. 심의 안건

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의결

나. 공인검정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승인 의결

 2020년 제3차 전체이사회 2020.04.28
테니스경기장 2층 

회의실

1. 보고안건

가 전차 이사회 초록

나 2020년도 상반기 연기 대회 현황 보고

다.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변경사항 보고

라.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Davis Cup) 보고

2. 심의안건

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승인 의결

나. 2020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승인 의결

 2020년 제4차 전체이사회 2020.07.15 서면결의

1. 보고안건

가. 전차 이사회 초록

나.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및 기자재 매각 입찰 결과 보고

2. 심의안건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에 따른 

나. 변호사 선임 사전 승인 의결

다. 2020년도 생활체육 전국랭킹대회 운영 취소 

   승인 의결

 2020년 제5차 전체이사회 2020.09.24 서면결의

1. 보고안건

가. 전차 이사회 초록

나.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진행 보고의 건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에 따른 변호사 선임 보고 

마. 미디어윌 항소심 사건 진행사항 보고

2.  심의안건

가. 각종 규정 개정 승인 의결



회의명 개최일 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2020년 제6차 전체이사회 2020.11.02 서면결의

1. 보고안건

가. 전차 이사회 초록

나.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진행 완료 보고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에 따른 사건 진행 보고

라. 미디어윌 항소심 사건 진행사항 보고

마. 협회 임원(유진선 부회장, 김정배 이사) 사임 

  보고

2. 심의안건

가. 각종 규정 개정 승인 의결

나. 한국여자테니스연맹 주관대회 랭킹점수 추가 및 

   등급 상향 승인 의결

 2020년 제7차 전체이사회 2020.12.15 비대면회의

1.  보고안건

가. 전차 이사회 초록

나.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육사코트 

  원상복구 완료 보고

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

라. 2020년도 공인검정사업 결과 보고

마. 회장 직무대행 선정 보고

2. 심의안건

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 의결

나. 생활체육 후원 계약 변경 승인 의결



위원회명 개최일 장소 간사명 안건 내용 및 결과

제1차 

경기력향상 

위원회

2020. 1. 3. 서면결의 홍다정

ο 심의안건

가. (사)대한테니스협회 국가대표 선발기준 규정 개정의 건 

승인 의결

제2차 

경기력향상 

위원회

2020. 2.26. 서면결의 홍다정

ο 심의안건

가. 2020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대비 남자 국가대표 

   선수 교체 승인 의결

나.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U14) 선수 및 지도자, 트레이너 

    선발 승인 의결

다. 세계남자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세계여자주니어테니스

    선수권대회 선수 및 지도자, 트레이너 선발 승인 의결

라. 14세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 및 지도자 선발 승인 의결

제3차 

경기력향상 

위원회

2020. 8.26. 서면결의 홍다정

ο 심의안건

가. KTA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의결

나. 남녀 국가대표 감독 선발 절차 및 일정 확정 승인 의결

다. 국가대표 트레이너 선발 절차 및 일정 확정 승인 의결

라 한국여자테니스연맹 주관대회 랭킹점수 등급 상향 승인 의결

제4차 

경기력향상 

위원회

2020.10. 6.

서울

(협회 

회의실)

홍다정

ο 심의안건

가. 남녀 국가대표 감독 선발의 건 보류

나. 국가대표 트레이너 선발의 건 보류

다. 국제회의

순번 년 월 일 회의기간 국제회의명 개 최 지 참석자 안건 내용 및 결과

1
 2020.11.20 ~ 

21
2일간

2020년도 

국제테니스연맹 총회
화상회의 김서희

 1.ITF 부회장직 증원 승인 의결

 2.e-tennis 관할권 승인 의결

 3.성중립 명칭 사용 승인 의결

 4.멤버십등급 변경 신청 국가 

   승인의결

 5.필리핀협회 자격정지 승인 의결

2 2020.12.10 1일간
2020년도 

아시아테니스연맹 총회
화상회의 김서희

 1.ATF 명예회장 추대 승인 의결

 2.ATF 회계감사 임명 승인 의결

라. 각종위원회 개최 결과



위원회명 개최일 장소 간사명 안건 내용 및 결과

제5차 

경기력향상 

위원회

2020.11. 4.

서울

(협회 

회장실)

홍다정

ο 심의안건

가. 남녀 국가대표 감독 선발의 건 승인 의결

나. 국가대표 트레이너 선발의 건 의결

제6차 

경기력향상 

위원회

2020.12.24.
비대면

화상회의
홍다정

1. 보고안건

가. 전차회의 초록 보고

나. 청소년대표 합숙훈련 기간 및 장소의 건

다. 청소년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의 건

2. 심의안건

가. 우수선수 전임감독 임용추천의 건 승인 의결 (재임용)

나 국가대표 후보선수 합숙훈련의 건 승인 의결

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수 및 지도자 선발의 건 승인 의결

라. 여자 국가대표 감독 후보자 점수 누락 확인의 건 의결

 (최종 점수 반영하여 여자 국가대표 감독 선발)

마 여자 국가대표 감독 선발의 건 의결 (김정배 감독)

바. 국가대표 트레이너 선발의 건 의결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2020.01.10 서면결의 김광현
ο 심의안건

가. 꿈나무선수 지도자교체의 건 지도자 교체 승인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2020.02.25

서울

(협회 

회의실)

김광현

ο 심의안건

가. 월드주니어(남,여) 선수 및 지도자, 트레이너 선발의 건

   남녀선수 3명 예비 2명 지도자 남녀1명 트레이너 남녀 1명 선발

나 주니어데이비스컵, 주니어페드컵 선수 및 지도자, 트레이너 

  선발의 건 남녀선수 3명 예비 2명 지도자 남녀1명 트레이너 남녀 

  1명 선발

다 14세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 및 지도자, 트레이너 

   선발의 건 추후선발

라. 한국여자테니스연맹 랭킹점수 등급 향상의 건 

    1등급 상향 및 배준영배 신설 승인의결

제3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2020.03.19

서울

(협회 

회의실)

김광현

ο 심의안건

가.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선발의 건 지도자 1명 선발

나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선발의 건 지도자 1명 선발 

제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2020.07.31

서울

(협회 

회의실)

김광현

ο 심의안건

가. 2020년도 꿈나무선수 선발의 건 선수 16명 선발

나. KTA 주니어랭킹포인트 개선의 건 2차회의 실시

다 KTA 우수선수육성 선수선발지침의 건 청소년대표 

선발지침 개정

제5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2020.10.16 서면결의 김광현
ο 심의안건

가.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계약연장의 건 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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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2020.11.03

양구

(양구테니스

파크 

실내테니스장)

김광현
ο 심의안건

가. 체육장학생 선발의 건 9명 선발

제7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2020.12.23

서울

(협회 

회의실)

김광현

ο 심의안건

가. 청소년대표 합숙훈련 기간 및 장소의 건 비대면훈련으로 승인

나. 청소년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의 건 지도자6명, 선수12명  

    선발

다. 랭킹규정 수정의 건 3차 회의 실시

제1차

경기위원회
2020.07.29

서울

(협회 

회의실)

신지희

1. 보고안건

가. 2020년도 전국종합체육대회 미개최 보고 

나. 제55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민원 보고

2. 심의안건

가. 2020년도 전국규모승인대회 일정변경의 건 승인 의결

나.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등부 경기실적 취소여부의 건은 

    해당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아님으로 의결

다. 심판위원회 이첩안건 (지도자, 선수징계) 보고의 건은    

   해당 지도자에게 유선상 구두경고 전달로 의결

제2차

경기위원회
2020.12.24 서면결의 신지희

ο 심의안건

 가. 2021년도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일정(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

제1차

 공인검정

위원회

2020.2.17. 서울 신지희

1. 보고안건

가. 창원시립테니스장 구장공인 승인

나. 영광스포티움테니스장 구장공인 승인

2. 심의안건

가. 제품인증

1) 재인증:금강페이버, 가온스포츠,금강피씨씨, 노바,

선경, 신한, 라운드원코리아, 대림건영  

2) 신규 : 노바, 신한, 올림피아, 필드마스터  

3) 시험성적서 확인

4) 볼제품 9종(낫소1종, 삼화기연 2종, 앨커미스트 2종, 

신신상사 1종, 유진커머스 2종, 아머스포츠코리아 1종)  

나. 구장공인

1)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외테니스코트(표층)  

2) 여수진남테니스장 (토목)  

3) 의정부시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회의참석

4) 대구두류테니스장 사전협의 요청의 건

5) 김해장유테니스장 경사방향 의뢰의 건

6) 인천열우물테니스경기장 재시공의 건

다. 시행규칙 개정

1) 신규 공인구 신청시 볼 검사료 인하

2) 미등록 공인구를 대회 사용구로 사용했을 때 해당업체 

대한 논의

3) 구장공인을 득한 테니스장 국제대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대회코트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충실의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자 함. 별도의 사유 없이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협조공문 발송, 2차 공인구장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함

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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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인검정

위원회

2020.5.6. 서울 이성재

1. 보고안건

가. 제품인증

1) 재인증:금강페이버, 가온스포츠,금강피씨씨, 노바,

선경, 신한, 라운드원코리아, 대림건영 승인

2) 신규 : 노바, 신한, 올림피아, 필드마스터 추후 보고 후 승인

3) 시험성적서 적합판정후 인증서 발급

4) 볼제품 9종(낫소1종, 삼화기연 2종, 앨커미스트 2종, 

신신상사 1종, 유진커머스 2종, 아머스포츠코리아 1종) 승인

나. 구장공인

1)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외테니스코트(표층) 승인

2) 여수진남테니스장 (토목) 보완 확인

3) 의정부시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회의참석

황광선위원, 신지희 참석

4) 대구두류테니스장 사전협의 요청대로 진행

5) 김해장유테니스장 경사방향 요청대로 진행

6) 인천열우물테니스경기장 2019년 조건부 승인으로 표층 재시공

다. 시행규칙 개정

1) 신규 공인구 신청시 볼 검사료 인하

2) 미등록 공인구를 대회 사용구로 사용했을 때, 해당 업체에 대한 논의

3) 구장공인을 득한 테니스장 국제대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대회코트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충실의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자 함

별도의 사유 없이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협조공문 

발송, 2차 공인구장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함

 → 협회의 구장공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제대회 슈퍼바이

저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주관단체가 발생하여 이

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2.심의안건

가. 제품인증

1) 바닥재 : (재인증)후경, 케이지플렉스

            (신규)필드글로벌, 오륜스포츠, 대건씨앤엘

2) 조건부승인업체 방문 : 올림피아, 노바, 필드마스터

3) 시험성적서 확인

4) 경기용품 인증

천기산업 경기용품7종(심판대, 네트, 방풍망, 네트포스트, 싱

글스틱, 스코어보드, 비구방지펜스)

나. 구장공인 

1) 대구 두류테니스장 (토목)

2) 김해 장유테니스장 (토목)

3) 인천 열우물테니스경기장 (표층)

4)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 (토목)

5) 구미 금오테니스장 검증요청

6) 창원 시립테니스장 공인 시설기준 적합여부 검토

7) 부산 스포원테니스장 사전 설계검토 요청

8)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조명공인요청

9) 여수진남테니스장 (토목)

다. 가온스포츠 고무패드 인증의 건

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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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인검정

위원회
2020.6.9. 서울 이성재

1. 보고안건

가. 제품인증

1) 바닥재 : (재인증)후경, 케이지플렉스  승인

(신규)필드글로벌, 오륜스포츠, 대건씨앤엘 승인  

2) 조건부승인업체 방문 : 올림피아, 노바, 필드마스터

3) 시험성적서 모두 적합판정으로 인증서 발급

4) 경기용품 인증

천기산업 경기용품7종(심판대, 네트, 방풍망, 네트포스트, 싱

글스틱, 스코어보드, 비구방지펜스)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

치결과 확인 후 인증서 발급

나. 구장공인 

1) 대구 두류테니스장 (토목) 승인

2) 김해 장유테니스장 (토목) 승인

3) 인천 열우물테니스경기장 (표층) 6번 코트 라인과 센터코

리 위치 재측정 및 보완 확인 후 인증서 발급

4)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 (토목)평탄성 수정보고서 확인 후 

2차 토목공인 방문[5.18.(금)] 예정

5) 구미 금오테니스장 검증요청

테니스코트 15면 탑코팅 보수에 따른 토목공인 5.14.(목) 진행 예정

6) 창원 시립테니스장 공인 시설기준 적합여부 검토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에서 (1) KTA

주최/주관 대회, (2) 국제대회 (3)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경기장은 필수적으로 구장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1차 토목공사(경사도,평탄성) ,2차 표층공사, 

조명공사에 대하여 검증 받아야만 공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7) 부산 스포원테니스장 사전 설계검토 요청 이종윤 위원 검토

8)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조명공인요청

실외테니스코트 조명공인[5.14.(목)] 진행 예정

9) 여수진남테니스장 (토목)

1차 토목공인: 센터코트 1면 (1월 30일 진행) 

2차 토목공인: 1차 보완 확인 및 추가 4면 토목공인 예정 (5월중)

다. 가온스포츠 고무패드 인증의 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무패드 샘플 2종과 성사테니스장에 

실제 납품된 1종까지 총 3종에 대해 인장강도 시험을 진행하

였고, 테스트 결과 3개의 샘플이 모두 정상범위로 확인됨 ※ 

5.12.(화) 양인규 위원으로부터 시험결과‘정상’확인 

-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인증은 유효하나, 고양 사테니스장 바

닥 상태를 고려하여 표층재 시공시 유의사항을 고양시 체육정

책과와 업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함

2.심의안건

가. 경기용품 제품인증

천기산업개발(주) 경기용품 7종(심판대, 네트,방풍망 네트포스

트, 싱글스틱, 스코어보드, 비구방지펜스)

나. 구장공인

1) 대구 두류테니스장 표층공인

2) 김해 장유테니스장 표층공인

3) 인천 열우물테니스경기장 표층공인

4)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 표층공인

5) 구미 금오테니스장 토목공인

6) 창원 시립테니스장

7) 부산 스포원테니스장

8)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조명공인

9) 여수 진남테니스장 토목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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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공인검정

위원회
2020.7.4. 서울 이성재

1. 보고안건

가. 제품인증

1) 바닥재: KCL 시험성적서 확인 결과 적합

판정된 신규 바닥재 1종(오륜스포츠 OR-20) 승인 

가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1종(올림피아

 Super Ground) 부결

2) 경기용품: 천기산업개발 경기용품 7종(심판대, 

네트, 네트포스트, 싱글스틱, 스코어보드, 비구방지

 펜스, 방풍망) 승인 가결

나. 구장공인

1) 대구 두류테니스장(실외 9면) 구장공인 승인가결

2) 인천 열우물경기장(실외 6면) 구장공인 승인가결

3) 김천종합스포츠타운(실외 20면) 조명공인 승인 

보류(보완 요구)  

2.심의안건

가. 제품인증

1) 바닥재 : 필드마스터, 필드글로벌, 노바, 케이지플렉스

2) 샘플시험결과

3) 조명 제품인증

라눅스

나. 구장공인

1) 김해 장유테니스장 구장공인

2) 구장공인 진행현황 보고

-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실외 9면) 표층공인: 7월 

29일(수) 15시 진행 예정 

- 김천종합스포츠타운(실외 20면) 조명공인: 

보완요구 전달

- 구미 금오테니스장(실내 4면, 실외 11면) 

표층공인: 8월 초 진행 협의

- 여수 진남테니스장(실내 4면) 표층공인: 8월 초 

진행 협의

- 의령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인검증 요청 

접수(2020년 10월말 준공 예정), 설계도면 검토요청

에 대해 답신 완료 [이종윤 위원]

- 공주 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 구장공인(공인신청 

예정) 관련 주니어 테니스대회 개최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답신 완료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한국

중고테니스연맹]

- 철원군 테니스장(실외 4면, 실내 4면) 조성공사에 

따른 구장공인 사전 검토요청 접수

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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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공인검정

위원회
2020.9.25. 서울

연수미

이성재

1. 보고안건

가. 제품인증

1) 바닥재: 신규 4종(필드마스터 ‘Master19’, 필드글로벌 

'KM20', 노바 ‘패드형

시스템’, 케이지플렉스 'KM'), 재인증 2종(노바 

‘아크릴계하드코트시스

템’, ‘아크릴복합시스템’), 총 6종 승인 가결

2) 조명: (주)라눅스 조명 종추가(신규) 1종에 대해 보류, 

제품군(시리즈) 단위가

아닌 제품 단위로 신청, 접수 받는 것으로 함

나. 구장공인

1) 김해 장유테니스장(실외 8면) 구장공인 승인 가결

2)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실외 20면) 구장 공인 승인 

가결

다. 기타안건

1) 동일한 제품이 시공된 구장에서만 국제대회가 가능하다는 

ITF 규정 확인

2) 선수 출신의 공인검정위원회 보강

3)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정례 회의 개최

2.심의안건

가. 제품인증

1) 바닥재 : (주)후경, (주)대건씨앤엘, 가온스포츠주식회사, 

(주)베노, (주)올림피아 

2) 샘플시험 결과

3) 조명제품인증 : (주)라눅스, (주)성운

4) 경기용품 인증 : 주식회사 노바

5) 테니스장 하드코트(B-1) 제품인증료 재청구 이의의 건

6) 대한테니스협회 제품인증 테니스 표층재 A-2 

언더패드(탄성층) 관련 의견 건의

나. 구장공인

1)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 구장공인

2) 여수 진남테니스장 구장 공인

3) 경산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 점검공인

4) 공주 시립테니스장 구장 공인

5) 울산 문수테니스장 구장 공인

6) 2022년 울산광역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테니

스 경기장 관련 자문 요청

승인 의결



위원회명 개최일 장소 간사명 안건 내용 및 결과

제6차 공인검정

위원회
2020.12.10 서울 연수미

1. 보고안건

가. 제품인증

1)경기용품 : 재인증 노바 3종(네트, 네트포스트,

심판대) 가결

2)바닥재: 신규 6종(대건씨앤엘 4종, 가온스포츠 

1종, 베노1종) 

재인증 4종(후경 1종, 대건씨앤엘 1종, 베노 2종)

총10종 승인 가결, 올림피아 1종 보류

3)조명: 신규 (주)라눅스 1종, 성운 1종 승인 가결

나. 기타

1) ‘테니스장 하드코트(B-1) 제품인증료 재청구 

이의의 건’: 업체에 절충안(방문심사, 샘플시험 등에 

소요되는 실비) 제시하여 협의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결

2) ‘대한테니스협회 제품인증 테니스 표층재 A-2 

언더패드(탄성층) 관련 의견 건의’: [부결] 기존과 

같이 패드 종류에 따라 각각 제품인증 받도록 함 

다. 구장공인

1)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 (실외12면) 구장공인 

승인 가결

2) 여수 진남테니스장(메인1면, 실내4면) 구장공인 

승인 보류

3) 경산 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실외7면) 조명공인 

승인 가결

4) 공주 시립테니스장(실내6면) 토목공인 가결

5) 울산 문수테니스장(실외12면) 토목공인 가결

6) 기타: 2022년 울산광역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테니스 경기장 관련 자문 요청 → 공인 규정과 

절차를 주최측에 안내하고, 그 외 대회 보조경기장 

관련 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라. 기타안건

1) 토목공인 시 네트포스트 시공방법 및 규격 점검하기로 함.

2.심의안건

가. 제품인증의 건

1) 조명제품 공인의 건

2) 바닥재 공인의 건

나. 구장공인의 건

1) 울산 문수테니스장 구장 공인의 건

2) 부산 스포원구장 토목 공인의 건

3) 구미 금오테니스장 조명·표층 공인의 건

4) 공주 시립테니스장 표층 공인의 건

다. 기타안건

1) (주) 신한엔터프라이즈

2) 주식회사 선경

3) 에이치그라운드주식회사

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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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2020.05.16 의정부시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위원회 초록보고

나. 2020 생활체육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현황

 -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

다. 2020 생활체육 사업계획 및 현황 보고

라. 2019 꿈나무육성기금 사용 현황 보고

제2차

생활체육위원회
2020.07.14 서면결의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보고

2.심의안건

가. 2020년도 생활체육 전국랭킹대회 운영 취소 승인 의결

  - 랭킹시상식 미 실시에 따른 후원사 계약 변경

    (2018.01.31.~2022.01.30.)   

제3차

생활체육위원회
2020.11.03 서면결의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보고

2.심의안건

가. 2020년도 생활체육 지도자의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승인 

의결

제4차

생활체육위원회
2020.12.03 서면결의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보고

2. 심의안건

가. 생활체육 후원계약변경 승인의결

   (2018.01.31.~2022.01.30.)

나. 2021년도 생활체육 전국테니스대회 개최지 승인 의결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동호인랭킹소위

원회 

(동호인랭킹전

문위원회)

2020.01.12

대전

(귀빈돌솥

밥)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2019 랭킹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나. 2019 랭킹대회 개최 결과 보고

다. 2019 개최승인비, 꿈나무육성기금 결산 보고

2. 심의안건

가. 2019 랭킹시상식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나. 2019 랭킹시상식 수상자 선정 심의 의결

다. 2020 랭킹위원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라. 2020 랭킹대회 승인 심의 의결

마. 2020 랭킹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바. 2020 랭킹위원 추천 심의 의결

사. 꿈나무육성기금 수혜자 선정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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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생활체육위원회 

동호인랭킹소위

원회 

(동호인랭킹전

문위원회

2020.02.01

대한테니

스협회 

회의실

김은영

1. 보고 안건

가. 2019 랭킹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나. 2019 랭킹대회 개최 결과 보고

다. 2019 개최승인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라. 2019 랭킹시상식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보고 

마. 2019 랭킹시상식 수상자 선정 보고 

바. 2020 랭킹위원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보고

사. 2020 랭킹대회 승인 보고

아. 2020 랭킹규정 개정(안) 보고

자. 2019 꿈나무육성기금 집행 현황 보고

차. 2020 랭킹위원회 위원 현황 보고

제3차

생활체육위원회 

동호인랭킹소위

원회 

(동호인랭킹전

문위원회

2020.02.24 SNS회의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보고

2. 심의안건

가. 신규 랭킹대회 승인 심의 의결

 1) 2020 프리미엄에셋(주) 배 - 승인 불허

 2) 제1회 충청남도협회장배 - 승인 의결

 3) 2020 전국가족체육축전 - 승인 의결

3. 기타사항

 1) 코로나-19 관련 잠정 연기 및 취소 대회 현황

 2) 꿈나무육성기금 집행 현황

제4차

생활체육위원회 

동호인랭킹소위

원회 

(동호인랭킹전

문위원회

2020.03.24 SNS회의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보고

2. 심의안건

가. 진주시장배 랭킹그룹 상향 조정 심의 의결

3. 기타안건

가. 2020 랭킹대회 일정 재 조정

   - 연기된 대회의 랭킹포인트는 유지하기로 의결

나. ITF 시니어대회 국내 유치 검토 

제5차

생활체육위원회 

동호인랭킹소위

원회 

(동호인랭킹전

문위원회

2020.06.26 SNS회의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보고

나. 코로나19 이후 랭킹대회 개최 시 운영지침

다. 랭킹대회 평가보고서 양식 개편

라. 하반기 랭킹대회 일정 재조정(안) 제출 요청 보고

2. 검토안건

가. 코로나19 상황 대회 개최 시, 특정지역 제한 관련

   - 랭킹포인트 100% 부여 배점에 문제 제기하고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발표할 예정임을 공지하기로 함

나. 3개부서 축소 개최여부 심의

다. 2020 하반기 랭킹대회 일정 재 조정 진행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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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생활체육위원회 

동호인랭킹소위

원회 

(동호인랭킹전

문위원회

2020.07.08 SNS회의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보고

2. 검토안건

가. 2020년도 랭킹대회 운영 취소 검토 및 후속조치 논의

  - 위원회 논의 후 생활체육위원회-이사회 심의 의결 예정

제7차

생활체육위원회 

동호인랭킹소위

원회 

(동호인랭킹전

문위원회

2020.07.29 SNS회의 김은영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보고

나. 2020년도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취소 결정 보고

2. 검토안건

가. 2020년도 랭킹대회 운영 취소 결정 이후 세부사항 검토

  1) 기 개최한 3개 대회는 랭킹포인트 정상 배점

  2) 입상경력 인정 : 인정

  3) 2020년도 최종 랭킹 

나. 비 랭킹대회의 협회 홈페이지 사용 허가 검토 - 불허

제1차

스포츠공정

위원회

2020.01.15 서면결의 임연희

1. 보고안건

가. 전차회의록

2. 심의안건

가. 각종 규정 개정 및 제정 승인 의결 

 1) 정관 개정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3)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전면 개정

 4) 국가대표 선발기준 규정 개정

 5) 국제대회 상금 배분 지급 지침 개정(안)

 6) 전국규모연맹체 가입 탈퇴 규정 제정

제2차

스포츠공정

위원회

2020.01.20
2층 

회의실
임연희

1. 보고안건

가. 전차회의록

2. 심의안건

가. 2019년도 대한테니스협회 체육유공자 표창 및 공로패 

   수여 대상자 승인 의결

제3차

스포츠공정

위원회

2020.05.27 서면결의 임연희

1. 보고안건

가. 전차회의록

2. 심의안건

가. 2020년도 대한체육회 체육유공자 추천대상자 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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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포츠공정

위원회

2020.09.15 서면결의 임연희

1. 보고안건

가. 전차회의록 및 체육회 체육상 선정 보고

2. 심의안건

가. 각종 규정 개정 승인 의결

  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전면 개정

  3) 인사규정 개정

  4) 경기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개정

제5차

스포츠공정

위원회

2020.10.28 서면결의 임연희

1. 보고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

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보고

다. 전국규모산하연맹체 회장 선거 관련 임원의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 안내 보고

2. 심의안건

가. 임원심의 평가방법 및 기준(안) 승인 의결

나. 각종 규정 개정 승인 의결

  1)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개정

  2)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3) 각종대회 경비지급 지침 개정

  4)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제1차 

심판위원회
2020.2.6. 서울 김광현

1. 보고안건

가. 박형철 심판 경고조치

나. 2020년 대회종료후 승급계획 및 심판활동실적을 

대회수당 입금증으로 대체하여 신청받음

다. 상임심판 공석관련 연말 승급시험으로 선발키로 함

라. 심판자격증 민간자격등록 시행

2.심의안건

가. 류청수 심판 한국선수권 대회 체어 관련의 건

나, 유창훈 심판 초등대회 / 소체 / 체전 관련의 건

다, 소년체전 , 이해선 선수 및 지도자 행동 관련의 건

라, 초등대회 최병희감독 및 선수 학부모 관련의 건 승인 의결

제2차 

심판위원회
2020.6.10. 서면회의 연수미

1. 보고안건

가. 류청수심판 6개월 배정 불이익

나. 유창훈심판 주의조치 및 배정 3개월 정지

다. 양구중 정기훈 코치와 이해선선수 3개월 대회장 출입 및

    출전정지

라. 안동 용상초 최병희감독 3개월 경기장 출입금지

2. 심의안건

가. 브론즈 이상의 국제 심판 국내대회 심판시 식비 

   ￦10,000원 인상의 건

나.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브론즈이상 심판수당 차등지급

    승인 의결



위원회명 개최일 장소 간사명 안건 내용 및 결과

제3차 

심판위원회
2020.7.1. 서면회의 연수미

1. 보고안건

가. 브론즈 이상의 국제 심판 국내대회 심판시 식비 

   ￦10,000원 인상

나.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브론즈이상 심판수당 2만원 인상 

2.심의안건

가. 선심 국내심판의 주심 전환의 건 승인 의결

제4차 

심판위원회
2020.7.29. 김천 연수미

1. 보고안건

가. 선심3,4급 주심4급

    선심1,2급 주심3급으로 전환

2 .심의안건

가. 전국 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18세부 8강전 

  로밍엄파이어의 행동에 대한 심의의 건

나. 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 레퍼리에 대한 심의의 건

 승인 의결

제5차 

심판위원회
2020.10.21. 서면회의 연수미

1. 보고안건

가. 로밍엄파이어에게 주의 및 교육을 하고 모든 심판에게도 

교육하고 공지

나.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여 판단을

할 수가 없음으로 당시 함께 했던 TD, 민원인, 

레퍼리의 삼자대면을 실시 후 다시 회의하기로 함

2.심의안건

가. 심판배정 규정의 건 승인 의결

제6차 

심판위원회
202.11.12. 천안 연수미

1. 보고안건

가. 심판배정 규정의 건 부결

2.심의안건

가. 상임심판 평가에 대한 심의의 건

나. 주심 국제심판의 국내대회 레퍼리 배정 관련하여 레퍼리 

국제심판 취득 유예기간에 대한 심의의 건

승인 의결

제7차 

심판위원회
2020.12.16. 서면회의 연수미

1. 보고안건

가. 상임심판에 대한 평가 보고

나. 주심 국제심판의 국내대회 레퍼리 배정 관련하여 레퍼리 

국제심판 취득 유예기간 결정

2.심의안건

가. 2014년 이전의 대회 참가기록이 없어 각 심판 들의 

통장입금내역으로 대체하여 한시적으로 경력 인정의 건

나. 찬성일 경우 경력인정 기간(한시적용)

승인 의결



위원회명 개최일 장소 간사명 안건 내용 및 결과

제1차

인사위원회
2020.03.31 서면결의 임연희

1. 보고 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보고

나. 기획홍보팀 신입 직원 채용 결과 보고

다. 국제전문인력 채용 보고

라. 사무처 직원 사직 보고

마. 2019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 우수학생 인턴 

   운영기관 선정 보고

바. 사무처 조직 개편 보고

2. 심의 안건 

가. 사무처직원 사직에 따른 신입 직원 채용 승인 의결

제2차

인사위원회
2020.12.08 서면결의 임연희

1.보고 안건

가. 전차 위원회 초록보고의 건

나. 사무처직원 사직에 따른 신입직원 채용 보고

다. 국제전문인력 채용 보고의 건

라. 가천대 행정학과 현장실습 장소 제공 보고

마. 사무처직원 육아휴직 시행 보고

2. 심의 안건

가. 사무처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 직원 채용 승인 의결

홍보위원회 2020.5.14.

서울

(협회 

회의실)

김예현
ο 보고안건

가 홍보위원회 개요, 역할 및 관련 사업 소개 보고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여성전문위원회)

김은영 미개최

생활체육위원회 

시니어소위원회 

(시니어전문위

원회)

김은영 미개최

생활체육위원회 

대학동아리소위

원회 

(대학동아리전

문위원회)

이정빈 미개최

생활체육위원회 

매직테니스소위

원회(매직테니

스전문위원회)

김광현 미개최

경기인위원회
연수미

김광현
미개최

스트링어위원회 신지희 미개최



순번 제품명 업체명 인증기간

1 NASSAU  Czar Tour ㈜낫소 2020.1.1.~2020.12.31

2 STAR Major  Tour 신신상사㈜ 2020.1.1.~2020.12.31

3 Dunlop  Australian Open ㈜삼화기연 2020.1.1.~2020.12.31

4 Dunlop ATP  Championship ㈜삼화기연 2020.1.1.~2020.12.31

5 Babolat  Championship 유진커머스 2020.1.1.~2020.12.31

6 Babolat TEAM  ALL COURT 유진커머스 2020.1.1.~2020.12.31

7 Wilson  Championship (주)아머스포츠코리아 2020.1.1.~2020.12.31

8  Wilson US Open (주)아머스포츠코리아 2020.1.1.~2020.12.31

9 Wilson Triniti (주)아머스포츠코리아 2020.1.1.~2020.12.31

10 Head  Championship ㈜앨커미스트 2020.1.1.~2020.12.31

11 Head TOUR ㈜앨커미스트 2020.1.1.~2020.12.31

순번 시군구 코트명 공인내용 인증기간

1 대구시 두류테니스장 실외하드코트  (Rebound 
Ace GS) 9면, 조명 9면 2020-06-09~2026-06-08

2 경남, 김해시 장유테니스장 실외하드코트  (Rebound 
Ace GS) 8면, 조명 8면 2020-07-29~2026-07-28

3 경북, 김천시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하드(DecoTurf) 실외  20면, 
조명 20면 2020-07-29~2026-07-28

4 인천시 인천 열우물테니스경기장

하드코트 6면

(센터, 쇼, 5~8번코트)

Rebound Ace Pro(A-1타입)

5 경북, 경산시 경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실외하드 조명 7면

6 경기, 고양시 성사 시립테니스장
하드코트 12면

(Sports master4(A-2)

7 울산시 울산 문수테니스경기장

하드코트 12면 (1,2,3,4,5,6,7

8,19,20,21,22번)

Rebound Ace GS'(A-2타입) 

8 부산시 부산 스포원 테니스경기장
하드코트 10면

Rebound Ace GS'(A-2타입)

9 공주시 공주 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 6면

Master 19(P-3)

2020년도 공인검정사업 결과보고

가. 구장공인 보고

나. 제품인증 보고

1) 볼



순번 제품명 업체명 인증기간

1 RM20 라운드원코리아㈜ 2020.2.2.~2022.2.1.

2 GreenSet  Comfort ㈜후경 2020.4.5~2022.4.4.

3 Master 19 필드마스터 2020.3.1.~2022.2.28.

4 노바아크릴시스템 ㈜노바 2020.3.30.~2022.3.29.

5 노바아크릴복합시스템 ㈜노바 2020.3.30.~2022.3.29.

6 노바패드형시스템 ㈜노바 2020.3.1.~2022.2.28.

7 COURTSOL ㈜신한엔터프라이즈 2020.2.13.~2022.2.12.

8 COURTSOLPU ㈜신한엔터프라이즈 2020.2.13.~2022.2.12.

9 Super K-Pro A (주)금강피씨씨 2020.1.11.~2022.1.10.

10 Super K-Pro  RPA (주)금강피씨씨 2020.1.11.~2022.1.10.

11 Super K-Pro UA (주)금강피씨씨 2020.1.11.~2022.1.10.

12 Super K-Pro  RUA (주)금강피씨씨 2020.1.11.~2022.1.10.

13 SK-RSACT 주식회사 선경 2020.3.30.~2022.3.29.

14 SK-ACT 주식회사 선경 2020.3.30.~2022.3.29.

15 DR-SPT (유)대림건영 2020.2.2.~2022.2.1.

16 GM ㈜케이지플렉스 2020.3.14.~2022.3.13.

17 OR-20 ㈜오륜스포츠 2020.6.9.~2022.6.8.

18 KM ㈜케이지플렉스 2020.7.29.~2022.7.28.

19 KM20 주식회사 필드글로벌 2020.7.29.~2022.7.28.

20 GreenSetCushion ㈜후경 2020.06.29.~2022.06.28

21 Dynaflex 주식회사 베노 2020.12.11.~2022.12.10

22 Eco-Acecoating 주식회사 베노 2020.12.11.~2022.12.10

23 Entoutcas MF 주식회사 베노 2020.09.25.~2022.09.24

24 Real Green 19 가온스포츠주식회사 2020.09.25.~2022.09.24

25 Sport Master Pro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2020.09.25.~2022.09.24

26 Sport Master 4 Plus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2020.09.25.~2022.09.24

27 Sport Master Pro PU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2020.09.25.~2022.09.24

28 Sport Master 4  Plus PU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2020.09.25.~2022.09.24

29 Well Green 19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2020.07.19~2022.07.18

30
Super Ground 
아크릴복합시스템

㈜올림피아 2020.12.10~2022.12.9

2) 바닥재



순번 제품명 업체명 인증기간

1 RAX-C0  600 ㈜라눅스 2020.09.25.~2022.09.24

2 SW-FPBSC-400 (주)성운 2020.09.25.~2022.09.24

3 RAX-FL-400E ㈜라눅스 2020.09.25.~2022.09.24

4 RAX-FL-1000-1 ㈜라눅스 2020.09.25.~2022.09.24

5 KOL-FFPBS-800 ㈜한국엘이디 2020.12.10~2022.12.09.

순번 제품명 업체명 기간

1 심판대(CK-899) 천기산업개발㈜ 2020.6.9.~2022.6.8.

2 방풍망(CK-009) 천기산업개발㈜ 2020.6.9.~2022.6.8.

3 네트(CK-007) 천기산업개발㈜ 2020.6.9.~2022.6.8.

4 네트포스트(WDB-1567) 천기산업개발㈜ 2020.6.9.~2022.6.8.

5 싱글스틱(WDB-1559) 천기산업개발㈜ 2020.6.9.~2022.6.8.

6 스코어보드(WDC-2311) 천기산업개발㈜ 2020.6.9.~2022.6.8.

7 비구방지펜스(WDB-1558) 천기산업개발㈜ 2020.6.9.~2022.6.8.

8 네트 ㈜노바 2020.07.28~2022.7.27

9 네트포스트 ㈜노바 2020.07.28~2022.7.27

10 심판대 ㈜노바 2020.07.28~2022.7.27

3) 조명

4) 경기용품



2020년도

마케팅/홍보 사업





구분 채널명 주소
구독자수

상승률
2019년 2020년

유튜브 대한테니스협회 TV
https://www.youtube.com/chann

el/UCWfm_-mxYXv9i6vXoKX5tjQ
- 1,815 1,815%

네이버TV

KTA TV https://tv.naver.com/kortennis 1,898 1,985 4.6%

T-LIVE https://tv.naver.com/ktahitup 3,820 3,948 3.4%

2020년도 마케팅/홍보 사업보고

■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강화

가. 개요

□ 목적 

o 영상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생동감과 흥미요소를 갖춘 영상 콘텐츠 

강화

o 비대면 온라인 방송 콘텐츠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대회의 한계 극복

□ 사업 개요

 o 사업기간: 연중

 o 사업내용: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테니스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나. 사업 추진실적

□ 대한테니스협회 영상플랫폼 운영 현황(2020.12.21. 기준)



구분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11.6. ~ 11.15. 10일간)

2020년도 안동오픈테니스대회

(9.28. ~ 9.29. 2일간)

영상 예시

총 조회수 138,486회 11,419회

구분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2020년도 안동오픈테니스대회

영상 예시

콘텐츠수 62건 10건

o 온라인 중계방송 송출을 통한 무관중 대회의 효과적인 홍보 진행

-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10일간 생중계 진행

- 2020년도 안동오픈테니스대회: 2일간 생중계 진행

o 주요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을 통한 2차 콘텐츠 추가 생성(총 72건)



구분
구미시청 테니스단 

(6.24. ~ 7.28. 총 10편)

김포시청 테니스단

(8.25. ~ 9.18. 총 8편)

영상 예시

구분 HIT UP 영상 어르신테니스교실 매직테니스 강습 영상

영상 예시

o 국내 테니스단 홍보 캠페인 전개

- 목적: 코로나19로 테니스 대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테니스단 근황 취재를 통해 

대중의 관심 환기 유도

- 대상: 대한민국 테니스 실업팀(참가 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진행)

- 내용: 선수단 소개, 근황 및 훈련모습, 동호인에게 전하는 테니스 전술 팁 등

o 기타 교육용 영상시리즈 배포

- 기존 영상 재업로드 및 카테고리 분류 작업 진행(HIT UP, T-LIVE 등)

- 어르신테니스교실 매직테니스 비대면 강습 동영상 배포



구분 구독자수(명) 조회수(회) 시청 시간(시간) 제공 콘텐츠(건)

2020년 1,815 439,002 45,838 142

제목 조회수

1 2020 안동오픈테니스대회 여자복식 결승 정영원/최지희 vs 김나리/홍승연 1세트 30,236

2 권순우 이태우vs김청의 김재환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복식 8강 1세트 24,518

3 신산희 홍성찬vs권순우 이태우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복식 준결승 1세트 23,825

4 [LIVE] NumberONE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1번코트 - 11/13(금) 23,058

5 [LIVE] NumberONE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1번코트 - 11/12(목) 15,114

다. 종합평가 및 환류

□ 주요 성과 

o 유튜브 채널 신규 생성 및 활성화

 - 영상 플랫폼 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 테니스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볼거리 확대  

- 2020년 대한테니스협회 유튜브 채널 현황(2020.12.21. 기준)

 

 - 2020년 유튜브 인기 콘텐츠 TOP 5(2020.12.21. 기준)

o 테니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전문성 강화 

 - 기획 콘텐츠 영상 편집: 아테TV(구독자 6.68천명)

 - 주요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 정진화테니스레슨(구독자 2.3만명)

□ 향후 개선계획

o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대회 생중계 운영 개선 및 확대

o 테니스 동호인의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형 기획 콘텐츠 강화

o 각종 협회 행사 및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자체 콘텐츠 제작(대회 이모저모, 훈련 

및 교실사업, 강습회 등)

o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테니스 영상 분야 동반성장 모색

o 댓글 모니터링,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확대



채널명 주소
팔로워수

상승률
2019년 2020년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fficial_kta 2,177 3,355 54.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ithKTA 3,744 3,928 4.9%

네이버밴드 https://band.us/@ktanews 945 992 5%

네이버포스트 https://post.naver.com/ktamedia - 2,155 -

■ SNS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활성화

가. 개요

□ 목적 

o 다양한 흥미유발 콘텐츠를 통해 대회 및 선수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 

테니스 인지도 향상 및 대중화에 기여

o 협회 대내외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이행

□ 사업 개요

o 사업기간: 연중

o 사업내용: 각종 SNS를 활용한 시각형, 이벤트형,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나. 사업 추진실적

□ 대한테니스협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현황(2020.12.21. 기준)



코로나19 응원 이벤트

(3.20. ~ 3.23.)

테니스매니아 콘테스트

(3.27. ~ 4.8.)

어린이날 퀴즈 이벤트

(5.4. ~ 5.5.)

테니스 생활속 거리두기 이벤트

(6.2. ~ 6.7.)

대회 시청 인증샷 이벤트 1

(11.6. ~ 11.13.)

대회 시청 인증샷 이벤트 2

(11.14. ~ 11.15.)

국가대표 타임머신

(권순우 등 총 15건)

테니스 국가대표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남지성, 한나래)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영상 인터뷰

(한나래 등 총 5건)

o 참여형 ‘랜선 이벤트’ 진행을 통해 테니스팬과의 소통 증대(총 250건 참여)

o 국가대표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한 선수 인지도 및 친밀도 향상



국가대표 선수단 소개 대회 소개 중계방송 안내

협회 사업 소개 정보성 콘텐츠 대회 일정 변경 공지

구분 2019 2020 상승률

이벤트 횟수 4 6 50%

참여 건수 178 250 40.4%

o 각종 협회 소식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가독성 있게 전달

다. 종합평가 및 환류

□ 주요 성과

o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SNS 이벤트 시행 횟수 및 참여율 증가

- 다양한 이미지, 캠페인형 콘텐츠 보급을 통해 비시즌 온라인 소통 방안 마련 

-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 기존 발행 콘텐츠를 시각적인 콘텐츠로 재확산해 각 

SNS 채널 간 연계성 강화



o 대한체육회 SNS 홍보 사업 협업 진행

 - 밀어주자 뉴-스타 캠페인 : 테니스 유망주 조선웅 참여

 - 대한체육회TV : '슬기로운 체육생활‘ 테니스 국가대표 남지성·송민규 참여

□ 향후 개선계획

o SNS별 특성에 맞춰 콘텐츠를 구분 제작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으로 SNS 운영 

o 시기별 이슈를 반영한 SNS 운영 계획안을 작성해 정기적인 콘텐츠 마련 



사업 소개 참가자 레슨일기 강사 레슨 포인트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진행

가. 개요

□ 목적 

o 테니스 초보자의 관심 유도 및 생활체육 활성화

o 테니스 홍보를 통한 협회 이미지 제고 및 추후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테니스 메이트’ 사업 확장 가능성 마련  

□ 사업 개요

 o 사업기간: 2020. 10. ~ 12.

 o 사업내용: 스포츠 팬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 및 파워 인플루언서를 ‘KTA 

테니스 메이트'로 선정한 후, 테니스 용품 및 레슨을 지원하고 

초보자의 테니스 성장과정을 홍보

나. 사업 추진실적

□ 매 주 테니스 초보자들의 성장형 레슨일기와 강사의 레슨 포인트를 SNS에 연재 

(약 25건 콘텐츠 발행)



다. 종합평가 및 환류

□ 주요 성과

o 테니스 초보자들로 구성된 ‘KTA 테니스메이트’를 선정하고 생생한 레슨일기를

 전함으로써 초보자 공감대 형성 및 동기부여

o 실전에서 주차별로 훈련 가능한 유용한 레슨 정보 전달

o 테니스 관련 연예인 및 파워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사업 파급력 강화

□ 향후 개선계획

o 연 2회 이상 ‘KTA 테니스메이트’를 기수제로 선발, 운영함으로써 테니스 

입문자를 지속적으로 양성

o 연예인 및 파워 인플루언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테니스 홍보효과 강화

o 테니스 초보 동호인 초청 이벤트 매치와 같은 참여형 이벤트 등을 새로 마련해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유도



■ 미디어 일지 (총 281건 기사 생성)

순번 개시일 작성자 기사제목

1 2020-01-08 김예현 여자 국가대표팀, 페드컵 대비 강화훈련 실시

2 2020-01-13 황서진 장윤석,송우담,김민준 국제대회 동반 준우승

3 2020-01-13 황서진 전북, 세계적인 육성전문가 초청강습회 실시

4 2020-01-14 권수현 남지성 호주오픈 남자단식 예선 출전

5 2020-01-14 김예현 2020년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실시!

6 2020-01-16 황서진 이덕희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다"

7 2020-01-16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2020년도 KTA 제1차 이사회’ 개최

8 2020-01-16 김예현 2019-2020 테니스 체육영재 특별훈련 종료!

9 2020-01-17 황서진 사상 첫 7명이 출전하는 그랜드슬램, 호주오픈

10 2020-01-17 황서진 호주오픈 주니어 출전하는 백다연, 농협 후원

11 2020-01-22 박원식 [AO현장] 한나래 13년만의 그랜드슬램 진출 1회전

12 2020-01-22 박원식 [AO현장 관전평] 권순우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

13 2020-01-26 박원식 백다연, 호주오픈첫 출전해 승리

14 2020-01-28 김예현 2020년도 테니스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실시

15 2020-01-29 김예현 정보영, 2020년도 ITF 18세부 남미 투어링팀 참가 중!

16 2020-02-01 이성재 2020년도 KTA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7 2020-02-03 황서진 [생활체육] 2019 체육유공자 표창 및 생활체육 랭킹 시상식

18 2020-02-04 황서진 전북협회, 외국지도자 초빙 강습

19 2020-02-11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젬데일 아카데미 장학생 선발 테스트 개최!

20 2020-02-12 황서진 국내 최초 테니스 장학생 선발

21 2020-02-12 황서진 권순우 시즌 2승째...뉴욕오픈 2회전

22 2020-02-12 김예현 2020년도 데이비스컵 예선 국가대표 명단 발표!

23 2020-02-13 권수현 권순우, 라오니치 누르고 8강진출

24 2020-02-14 황서진 젬데일선발전 선수, 학부모 반응

25 2020-02-15 권수현 정윤성, M25 악토베 투어대회 복식 우승

26 2020-02-16 권수현 박소현, W15 해밀튼 투어대회 단식 준우승

27 2020-02-18 박원식 권순우 투어 1회전 연속 세번 승리

28 2020-02-20 박원식 권순우, 3개 대회 연속 투어 8강 진출

29 2020-02-24 김예현 KTA,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부 대회 연기

30 2020-02-25 권수현 권순우, ATP500대회(멕시코오픈) 본선 자력 진출

31 2020-02-27 황서진 권순우 멕시코오픈 8강 진출

32 2020-02-28 황서진 국가대표 남지성-송민규 챌린저 4강

33 2020-02-28 김예현 여자 테니스 국가대표팀 페드컵 출전!

34 2020-02-28 황서진 탄벌중 김다인희 캄보디아 5그룹대회 복식 우승...단식 결승

35 2020-02-29 황서진 탄벌중 김다인희 캄보디아 5그룹대회 단식 우승

36 2020-03-02 황서진 이탈리아와 6~7일 데이비스컵 원정경기

37 2020-03-03 김예현 [페드컵] 여자대표팀, 오늘 우즈벡과 첫 경기!



순번 개시일 작성자 기사제목

38 2020-03-04 박원식 이탈리아전 필승 카드를 찾아라

39 2020-03-04 김예현 [페드컵] 여자대표팀, 첫날 우즈벡에 3-0 완승!

40 2020-03-04 황서진 이탈리아 감독 "데이비스컵에선 랭킹이 상관없다"

41 2020-03-04 황서진 정희성 감독 "데이비스컵에선 이변 속출"

42 2020-03-05 김예현 [페드컵] 여자대표팀, 대만에 패하며 1승 1패

43 2020-03-05 황서진 이탈리아 데이비스컵 무관중 경기로 치른다

44 2020-03-05 황서진 '이탈리아전 승산있다'

45 2020-03-06 김예현 [페드컵] 여자대표팀, 인도전 패배로 1승 2패

46 2020-03-06 황서진 이탈리아전 변수 3가지...무관중, 바람,출전경험

47 2020-03-06 황서진 이덕희 세계 11위 포니니에 패배

48 2020-03-07 황서진 이탈리아전 첫날 두단식 패배

49 2020-03-07 황서진 한국 이탈리에 0대3 완패

50 2020-03-09 김예현 [페드컵] 한국, 조 3위로 지역1그룹 잔류

51 2020-03-13 권수현 6주간 ATP 투어 대회 중지

52 2020-03-13 김예현 데이비스컵 월드그룹1 조추첨식, 오늘 밤 11시 생중계

53 2020-03-16 김예현 2020 데이비스컵 월드그룹1 경기에서 뉴질랜드와 맞대결

54 2020-03-19 권수현 6월 7일까지 모든 테니스대회 중단

55 2020-04-02 김예현 윔블던 취소 및 테니스투어 7월 13일까지 전면 중단

56 2020-04-21 황서진 국가대표 최지희 코로나19 극복 응원메시지

57 2020-04-28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신한대학교와 '신한케이파워-건강증진! 코로나극복!' 기증식 개최

58 2020-05-08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2020년도 국내 테니스 대회 재개 발표

59 2020-05-12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2020년도 제1차 상임심판 전문화교육’ 개최

60 2020-05-15 황서진 박소현, 중 〮고등학교 선수들을 위한 따뜻한 기부

61 2020-05-16 황서진 국제테니스대회 중단 7월 31일까지 연장

62 2020-05-16 황서진 국내대회도 6월 이후로 연기

63 2020-06-10 박원식 데이비스컵 출전 60주년 맞아 준비 모임

64 2020-06-12 김예현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18세부) 개최

65 2020-06-14 황서진 김천테니스대회 첫날 '이상무'

66 2020-06-15 황서진 대회 재개 각계 반응

67 2020-06-16 황서진 천안MTC아카데미 장윤석 종별 8강 진출

68 2020-06-16 황서진 [종별18세부] 경산여고 서지영, 1번 시드 문정 제쳐

69 2020-06-17 황서진 [종별] 중앙여고 신혜서 대회 2연패 준비

70 2020-06-17 황서진 [종별] 장윤석-이재명, 송우담-심우혁 4강 대결

71 2020-06-18 황서진 [종별] 장윤석-심우혁, 정보영-권지민 우승 대결

72 2020-06-19 황서진 [종별18세부] 양구고 심우혁, 안동여고 정보영 우승

73 2020-06-19 황서진 코로나 첫 대회, 성공적으로 마쳤다

74 2020-06-26 김예현 제55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14, 16, 18세부) 개최

75 2020-06-28 황서진 [초등회장기] 전주 금암초 조세혁 2관왕

76 2020-06-29 김예현 [제24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회장기대회] 조세혁-임사랑 12세부 남녀단식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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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20-06-30 김예현 올해 데이비스컵-페드컵 2021년으로 연기

78 2020-06-30 김예현 [제41회 회장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이재명-김다인희, 고등부 단식 우승

79 2020-07-01 황서진 전국주니어선수권 여자 16강전

80 2020-07-02 황서진 전국주니어선수권 남자 16강전

81 2020-07-02 황서진 철저한 방역속에 대회 열리는 '고마운' 순창

82 2020-07-03 황서진 [주니어선수권] 3개부서 남자 1,2번 시드 4강 진출

83 2020-07-03 황서진 [주니어선수권]탄벌중 이경서 18세부 4강 진출

84 2020-07-03 김예현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10, 12세부) 개최

85 2020-07-03 김예현 제75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14,16,18세부) 개최

86 2020-07-03 황서진 [주니어선수권] 여중생 이경서, 18세부 결승 진출

87 2020-07-03 황서진 [주니어선수권] 결승 진출 선수들

88 2020-07-04 황서진 테니스 순창 방역도 성공

89 2020-07-04 황서진 '국내 최고' 순창테니스 방역의 두 주역

90 2020-07-04 황서진 [주니어선수권] 노호영,이해선,조선웅, 김유진,문정 각각 2관왕

91 2020-07-04 황서진 [취재수첩] 주니어테니스의 희망 현장, 순창

92 2020-07-05 황서진 초등선수 500명 대회는 어떻게 치르나

93 2020-07-07 김예현 [하계대학연맹전] 이영석-박수빈, 4학년 단식 우승!

94 2020-07-07 황서진 [초등종별] 4강 진출 확정

95 2020-07-08 황서진 초등지도 20년 외길, 홍연초 이동원 감독

96 2020-07-08 박원식 [학생선수권] 양구효과 '김세현'

97 2020-07-08 황서진 [종별]전주테니스형제 종별 12세부 복식 우승

98 2020-07-09 박원식 [학생선수권]안동여고 정보영 단식, 복식 결승 진출

99 2020-07-09 황서진 초등 남녀 1위 조세혁, 임사랑 종별대회 2관왕

100 2020-07-10 황서진 [학생선수권] 양구중 김세현 학생선수권 2관왕 차지

101 2020-07-11 황서진 군위고 조선웅 학생선수권도 우승

102 2020-07-13 황서진 [실업연맹] 세종시청(남),수원시청(여).제1차 실업연맹전 단체전 우승

103 2020-07-14 황서진 [실업연맹] '해외파'이덕희 첫 출전한 실업대회 승리

104 2020-07-15 황서진 국가대표 이덕희 실업연맹전 8강

105 2020-07-15 황서진 [실업연맹전] 단식 16강전 결과

106 2020-07-15 황서진 안동시청 송경은 8강 진출 성공

107 2020-07-15 황서진 세종시청 삼총사 맹활약

108 2020-07-16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주니어 대표팀에 훈련 용품 지원

109 2020-07-16 황서진 [실업연맹] 16일 경기 결과

110 2020-07-16 황서진 [실업]김나리-홍승연, 박소현-안유진 4강 대결

111 2020-07-16 황서진 남지성-홍성찬, 정윤성-임용규 실업 4강 맞대결

112 2020-07-17 황서진 [실업] 박소현-홍승연 결승 대결

113 2020-07-17 황서진 [실업연맹전] 정홍-김영석 복식 무패 기록 이어가

114 2020-07-17 황서진 [실업] 창이냐 방패냐, 임용규 대 홍성찬 결승 결투

115 2020-07-18 황서진 홍승연, 실업연맹전 3관왕...홍성찬 남자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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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20-07-27 김예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중고대회] 서울고, 남자 고등부 단체전 우승!

117 2020-07-30 황서진 [초등]김천전국초등테니스대회 29일 결과

118 2020-07-31 황서진 [초등]조세혁, 임사랑, 신재준, 최민건 전국초등대회 2관왕

119 2020-08-03 황서진 [대학]제74회 전국춘계대학테니스연맹전 8강전 결과

120 2020-08-03 김예현 [PREVIEW] 제46회 대통령기전국남여테니스대회

121 2020-08-03 황서진 [대학연맹]이영석-이정헌 , 박령경-박은영 결승 대결

122 2020-08-04 황서진 [대학연맹]한국교통대 이영석, 명지대 박은영 남녀우승

123 2020-08-04 황서진 [대통령기]전주 금암초 남녀 동반 우승 목표

124 2020-08-05 황서진 [대통령기]전주금암초 남녀 동반 결승 진출

125 2020-08-06 황서진 전북 사상 첫 초등 단체전 남녀 우승

126 2020-08-07 황서진 제46회 대통령기 중고테니스대회 개막

127 2020-08-08 황서진 [대통령기] 남자 중고등부 4강팀 가려졌다

128 2020-08-09 황서진 양구고-동래고 대통령기 우승 대결

129 2020-08-09 황서진 부평서중 대 시흥매화중 대통령기 남자중등부 패권 다툼

130 2020-08-10 황서진 양구고, 대통령기 2년 연속 우승 쾌거!

131 2020-08-10 황서진 대통령기 남자중고등부 우승, 준우승 감독 한마디

132 2020-08-12 황서진 중앙여고 세팀 대통령기 4강 진출

133 2020-08-12 황서진 중앙, 대통령기 여고부, 여중부 동반 우승 '확정'

134 2020-08-13 황서진 중앙여고A팀, 중앙여중 A팀 대통령기 동반 우승

135 2020-08-13 황서진 대구협회 백승희 회장, 계명대 여자 테니스부 발전 기금 기부

136 2020-08-21 박원식 권순우, 전 세계 18위 세피에 역전승

137 2020-08-31 김예현 [소강배 중고대회] 양구고-중앙여고, 고등부 단체전 우승!

138 2020-09-01 박원식 '5전 6기' 권순우 마침내 그랜드슬램 첫 승

139 2020-09-04 박원식 강자에게 강한 권순우 희망이 있다

140 2020-09-04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매직테니스 강습 동영상 배포

141 2020-09-07 황서진 [바볼랏배] 7일 5시 현재 경기 결과

142 2020-09-07 황서진 노호영-한찬희 바볼랏배 중등부 강자 맞대결

143 2020-09-08 황서진 바볼랏배 여고부 패권 김민서- 강나현 다퉈

144 2020-09-08 황서진 바볼랏배 3위 입상자

145 2020-09-08 황서진 춘추전국시대 남자 고등부 테니스

146 2020-09-08 황서진 전통의 안동고와 동래고 바볼랏기 결승 대결

147 2020-09-08 황서진 노호영 ,김하람 바볼랏 중등부 단식 우승

148 2020-09-08 황서진 김천 성의고 안석 고교 무대 첫 우승

149 2020-09-08 박원식 경산여고-강릉정보공고 바볼랏기 우승 가려

150 2020-09-09 황서진 경산여고, 안동고 바볼랏기 우승

151 2020-09-09 황서진 문시중(여) 양구중(남) 바볼랏기 우승

152 2020-09-10 김예현 [PREVIEW] 제55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10,12세부)

153 2020-09-16 황서진 [제55회 전국주니어] 10세부 12세부 남자단식 4강 진출자 가려졌다

154 2020-09-16 황서진 [제55회 전국주니어] 주희원 이수빈 이하음 이지원 단식 준결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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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020-09-16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ITF 코치 교육 시스템 ‘브론즈 레벨 인증’ 획득

156 2020-09-16 박원식 [시도협회] 경북테니스협회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157 2020-09-16 황서진 [제55회 전국주니어] 조세혁과 지시온 단식 결승

158 2020-09-16 황서진 [제55회 전국주니어] 주희원 ,이하음 단식 결승 진출

159 2020-09-17 황서진 제55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10세 12세부 결과

160 2020-09-21 김예현 [추계대학연맹전] 이영석-박령경, 남녀단식 우승!

161 2020-09-21 황서진 [초등연맹]출전선수 270명에게 인성 강조한 안동웅부배

162 2020-09-22 박원식 국가대표 이덕희 그랜드슬램 장학생 선발

163 2020-09-22 황서진 안동으로 테니스 선수 총 집결

164 2020-09-22 박원식 안동오픈이 보여주는 것 세가지

165 2020-09-22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ITF 심판 워크숍 개최!

166 2020-09-23 황서진 안동오픈 고교생 맹활약

167 2020-09-23 박원식 정현 프랑스오픈 예선 2회전 진출

168 2020-09-23 김예현 [PREVIEW] 제75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10, 12세부)

169 2020-09-24 황서진 안동오픈 1회전부터 5시간 경기 속출

170 2020-09-25 박원식 안동오픈은 선수 선발 시장

171 2020-09-25 박원식 안동오픈 돌풍일으킨 그 많던 고교생은 어디에

172 2020-09-25 박원식 권순우 세계 25위와 프랑스오픈 1회전

173 2020-09-25 황서진 [순창국제주니어] 남여 4강 진출자 확정

174 2020-09-26 황서진 대회를 윤기나게 하는 윤기만 토너먼트 디렉터

175 2020-09-26 황서진 [순창국제] 조선웅-양수영, 최온유-장지오 우승 대결

176 2020-09-26 박원식 학생테니스대회 수준 높인 코로나 바이러스

177 2020-09-27 박원식 안동오픈 16강, 시드들이 차지

178 2020-09-27 박원식 한국여자테니스 강해지는 길, 혼합복식

179 2020-09-27 황서진 [순창국제주니어]조선웅 , 최온유 국제대회 첫 우승

180 2020-09-27 박원식 복식 최강 만드는 출발, 초등때 파트너 자유 선택

181 2020-09-27 황서진 안동오픈 남녀 8강전 7경기 세트올 '치열'

182 2020-09-28 황서진 안동오픈 남자 베스트 4 확정

183 2020-09-28 황서진 안동오픈 여자 베스트 4 확정

184 2020-09-29 박원식 전주금암초의 복식 성적 비결은

185 2020-09-29 박원식 [학생선수권] 조세혁, 이서아 남녀 12세부 우승

186 2020-09-29 황서진 86아시안게임 4관왕 유진선 감독이 활짝 웃었다

187 2020-09-29 황서진 안동시청 황덕모 감독도 웃었다

188 2020-09-30 황서진 의정부시청 정윤성 안동오픈 우승

189 2020-09-30 황서진 NH농협은행 이은혜 안동오픈 여자 단식 우승

190 2020-09-30 박원식 [전국학생선수권] 여자 10세, 12세 복식 입상

191 2020-09-30 박원식 [전국학생선수권] 남자 10세 12세 복식 입상

192 2020-10-06 김예현 [회장배 여자테니스] 김다인희, 고등부 단식 우승!

193 2020-10-08 김예현 [PREVIEW]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14세, 16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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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020-10-09 박원식 경기도테니스장학생 15명 선발

195 2020-10-14 황서진 [종별] 김다인희, 여자 16세부 단복식 2관왕 차지

196 2020-10-15 황서진 [종별]남자 단식 8강 진출자 가려졌다

197 2020-10-16 황서진 [종별] 조나형 14세부 여자단식 우승

198 2020-10-16 황서진 [종별] 노호영 장우혁 한범한 주태완 16세부 4강 맞대결

199 2020-10-16 황서진 [종별]노호영,한범한 16세부 남자 단식 결승 진출

200 2020-10-17 황서진 [종별] 김세현(양구중) vs 김세형(안동중) 14세부 단식 결승진출

201 2020-10-17 황서진 [종별]노호영(16세부), 김세형(14세부) 남자 단식 우승 차지

202 2020-10-20 황서진 전통의 장호배.. 20일부터 양구에서

203 2020-10-20 황서진 장호배의 넉넉한 품

204 2020-10-21 황서진 "16명에 뽑힌 것만으로도 영광" 장호배 출전선수 소감

205 2020-10-21 황서진 중앙여고 4명 장호배 4강 모두 차지

206 2020-10-22 황서진 백다연 장호배 결승 진출...여자 사상 첫 4연패 도전

207 2020-10-23 황서진 중앙여고 백다연 장호배 4연패

208 2020-10-23 황서진 "4연패를 하도록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209 2020-10-23 황서진 양구고 윤현덕 장호배 남자 단식 우승

210 2020-10-24 황서진 [안동국제주니어] 안동, 이번엔 ITF 대회다

211 2020-10-27 황서진 [안동국제주니어] 안윤호 안동시체육회장 인터뷰

212 2020-10-29 황서진 [안동국제주니어] 남자단식 8강 진출자 가려졌다

213 2020-10-29 황서진 [안동국제주니어]김유진 이경서 최온유 여자단식 8강 진출

214 2020-10-30 황서진 [안동]윤현덕 김형진 심우혁 조선웅 4강 맞대결

215 2020-10-30 황서진 [안동]김유진 강나현 임희래 최지우 여자단식 4강 진출

216 2020-10-31 황서진 [안동국제]윤현덕vs 심우혁 단식 결승 맞대결

217 2020-10-31 황서진 [안동국제] 김유진과 임희래 여자 단식 결승 진출

218 2020-10-31 황서진 [안동] 심우혁, 김유진 국제대회 첫 우승

219 2020-11-01 황서진 [실업연맹]의정부시청,수원시청 실업연맹 2차 단체전 정상

220 2020-11-01 황서진 한국테니스 에이스 권순우 새 투어코치 확정

221 2020-11-02 황서진 [실업연맹] 이덕희 ,신산희 단식 결승 진출

222 2020-11-02 황서진 [실업연맹]한나래, 예효정 여자단식 결승 진출

223 2020-11-02 황서진 국가대표 이덕희 실업무대 첫 우승

224 2020-11-02 황서진 국가대표 한나래 실업테니스연맹전 우승

225 2020-11-02 황서진 국가대표 복식 전문 송민규 실업연맹전 복식 우승

226 2020-11-02 황서진 매사에 정성 다하는 구미시청 정성윤 감독

227 2020-11-02 황서진 [양구국제]ITF양구국제주니어 대회가 시작됐다

228 2020-11-04 김예현 [PREVIEW] NumberONE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229 2020-11-05 박원식 안동과 양구의 국제주니어 5그룹대회는 얼마나 중요한가

230 2020-11-06 황서진 [양구국제]남자단식 8강 진출자 가려졌다

231 2020-11-06 황서진 [양구국제]여자단식 8강 진출자 가려졌다

232 2020-11-06 황서진 [양구국제] 조선웅 노호영 김형진 서현운 단식 4강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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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020-11-06 황서진 [양구국제] 강나현 김다인희 김하람 안현지 여자단식 4강 진출

234 2020-11-07 박원식 내게 소중한 한국선수권...첫날 기록 세운 선수들

235 2020-11-07 황서진 [양구국제] 조선웅,김형진 단식 결승 진출

236 2020-11-07 황서진 [양구국제]김하람 vs 강나현 단식 결승진출

237 2020-11-08 박원식 여중생 김유진 8년만에 한국선수권 본선 진출

238 2020-11-08 박원식 자매 동반 출전, 남자 예선1,2번 시드 순항

239 2020-11-08 황서진 [양구국제] 조선웅 (군위고) 단식 우승!

240 2020-11-08 황서진 [양구국제] 강나현 생애 첫 국제대회 단식 우승 !

241 2020-11-08 박원식 "우승하고 싶다" 한국선수권 본선 1회전 승리한 대구시청 장수정

242 2020-11-08 박원식 "자기관리 잘하는 선수 될 터" 한국선수권 복식 본선 진출 이재아

243 2020-11-09 황서진 대회 2관왕 도전하는 1번시드 남지성

244 2020-11-09 황서진 2주 연속 우승 도전하는 이덕희

245 2020-11-11 박원식 "선수를 위한 세미프로 대회를 열겠다"

246 2020-11-12 김예현 [한국선수권] 단식 우승 노리는 3번 시드 정윤성

247 2020-11-12 김예현 [한국선수권] 2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챔피언 홍성찬

248 2020-11-12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스포츠 안전관리 점검 결과 합격점

249 2020-11-12 김예현 [한국선수권] 남녀단식 8강 대진 결정!

250 2020-11-12 박원식 한국테니스선수권 22~23세 대세

251 2020-11-13 박원식 '불만 제로' '대만족' 대회 거듭난 한국테니스선수권

252 2020-11-13 박원식 마흔세살 김미옥 선수의 한국선수권 출전 "후배들에게 많이 배운다"

253 2020-11-13 김예현 [한국선수권] 이덕희, 한나래 단식 4강 진출!

254 2020-11-14 박원식 고맙고 고마운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들

255 2020-11-14 박원식 '팔방미인' 김포시청 최재원 감독겸 선수

256 2020-11-14 김예현 [한국선수권] 단식 결승 대진 및 복식 우승자 결정

257 2020-11-15 박원식 한국선수권 여자단식 결승 한나래 6-3 6-3 김나리

258 2020-11-15 박원식 한국선수권 혼합복식 첫 우승 권순우-정영원

259 2020-11-15 박원식 남자복식 우승 세종시청 신산희-홍성찬

260 2020-11-15 박원식 한국선수권 여자 복식 2연패 수원시청 김나리-홍승연

261 2020-11-15 박원식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남녀 단식 결승 결과

262 2020-11-15 박원식 인천시청 한나래 한국선수권 여자단식 우승

263 2020-11-15 박원식 국가대표 이덕희 한국선수권 단식 첫 우승

264 2020-11-15 김예현 [한국선수권] 이덕희-한나래 남녀단식 우승!

265 2020-11-16 박원식 한국선수권을 빛낸 사람들

266 2020-11-19 김경무 "선수들 해외투어 적극 지원"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남다른 테니스 열정

267 2020-11-22 황서진 정윤성 실업연맹전 단식, 복식 결승 진출

268 2020-11-22 황서진 김청의-김다혜 의정부실업연맹전 혼합복식 우승

269 2020-11-22 황서진 [실업연맹] 이재문, 안유진 의정부대회 우승

270 2020-11-24 황서진 안동 ATF 14세부 국제대회 개막

271 2020-11-25 황서진 안동 ATF 14세 대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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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20-11-25 황서진 [안동ATF국제] 예선을 모두 끝내고 본선에 돌입한다

273 2020-11-26 박원식 장호재단, 권순우 백다연 격려

274 2020-11-27 황서진 [안동 ATF] 본선 1회전 마무리에 이어 복식1회전 시작

275 2020-11-28 황서진 초등 1위 조세혁 안동ATF14세대회 우승할까

276 2020-11-29 황서진 [안동ATF]조세혁,중학생 제치고 4강 진출

277 2020-11-29 황서진 [안동ATF] 남여단식 4강 진출 확정

278 2020-11-30 황서진 [안동ATF] 김세형-황동현, 임사랑-한가연 결승 진출

279 2020-12-02 황서진 [안동ATF] 김세형-임사랑 단식 우승

280 2020-12-06 황서진 신우빈 터키 ITF 대회 복식 우승

281 2020-12-15 김예현 대한테니스협회, '2020년도 제7차 이사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