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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일정(한국시간)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ptember
한국 테니스 팬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9월이다. ATP

와 WTA투어의 아시아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에서도 유일한 투어대회인 코리아오픈이 열리기 때문이

다. 올해 대회에는 옐레나 오스타펜코(라트비아) 등 무

려 4명의 역대 챔피언이 출전해 코트를 뜨겁게 달굴 전

망이다. 14일에는 한국 대표팀이 뉴질랜드를 김천으로 

불러들여 데이비스컵 1그룹 잔류를 위한 벼랑 끝 승부를 

갖는다. 글_ 박준용 기자  사진_ 테니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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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구 아시아 14세부 시리즈 (강원 양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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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SKY Sports 8강~결승

TV SKY Sports 8강~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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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영월서키트 (강원 영월)I

6

8 양구국제주니어 (강원 양구)I

10

데이비스컵 아시아/오세아니아 1그룹 플레이오프 2회전
한국vs뉴질랜드 (경북 김천)

I

청두오픈 (중국 청두)A

제3회 배준영배 전국여자주니어 (서울)K

차이나오픈 (중국 베이징)W

선전오픈 (중국 선전)A

쿠페뱅크내셔널 (캐나다 퀘벡)W

KEB하나은행 코리아오픈 (서울)W

일본여자오픈 (일본 히로시마)W

토레인팬퍼시픽오픈 (일본 도쿄)W

상트 페테르부르크오픈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A

광저우오픈 (중국 광저우)W

타슈겐트오픈 (우즈벡 타슈겐트)W

우한오픈 (중국 우한)W

모젤오픈 (프랑스 메츠)A

김천 아시아 14세부 시리즈

제2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경남 함양)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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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리아오픈이 역대 챔피언 4명이 출전하는 등 최강 라

인업을 선보인다. 8월 6일 마감된 코리아오픈 출전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오픈 우승자이자 코리아오픈 디펜딩 

챔피언 옐레나 오스타펜코(라트비아)를 비롯해 16년 우승자 

라라 아루아바레나(스페인), 15년 우승자 이리나 카멜리아 

베구(루마니아), 13년 우승자 아그니에쉬카 라드반스카(폴

란드) 등이 출전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우승 경쟁을 예

고하고 있다. 

올해 윔블던 8강 진출자 키키 베르텐스(네덜란드)도 2년 연

속 출전하고 윔블던 32강에서 톱시드 시모나 할렙(루마니

아)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 시에 수 웨이(대만)는 8년 만에 

방한한다.

이밖에 지난 6월 아에곤클래식 준우승자 막달레나 리바리

코바(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미녀 스타이자 지난해 코리아오

픈 8강 진출자 소라나 크르스테아(루마니아)도 출전 신청을 

마쳤다. 

본선 컷오프가 85위에서 마감돼 아쉽게도 자력으로 본선에 

진출한 한국 선수는 한 명도 없지만 와일드카드를 받고 본

선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WTA투어 코리아오픈 본선은 9월 17일부터 서

울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리며 타이틀스폰서는 KEB하

나은행이 맡는다. 총상금은 지난해와 같은 25만달러(약 2억 

7천만원)이며 공정한 판정을 위해 호크아이도 도입한다. 이

밖에 대회 1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있다.

KEB하나은행 코리아오픈

기간 9월 17일~23일 장소 서울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코트 하드(야외) 드로 S32 D16 총상금 25만달러

디펜딩 챔피언 옐레나 오스타펜코(라트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