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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 달 테니스

PHOTO NEWS

①나달, 통산 80번째 우승 달성

8월 12일에 열린 로저스컵 결승에서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스테파

노스 치치파스(그리스)를 6-2 7-6(4)으로 꺾고 개인통산 8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여자단식 타이틀은 시모나 할

렙(루마니아)이 획득했다.  

②③남지성과 김다빈, 영월오픈 우승

7월 29일 강원도 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영월오픈 남

자단식 결승에서 남지성(세종시청)이 신산희(건국대)를 7-5 6-0으

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단식 타이틀은 김다빈(인천시청)이 획

득했다.

④서울고, 창단 후 첫 낫소기 우승

7월 26일 강원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제54회 

낫소기 남자 고등부 결승에서 서울고가 마포고를 종합전적 

3-2로 물리치고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남중부 정상에는 

양구중이 올랐고 여고부와 여중부 타이틀은 중앙여고와 중

앙여중이 각각 차지했다.

⑤정영원, 오픈대회 첫 우승

8월 5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춘

천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정영원(NH농협은행)이 안유진(한

국체대)을 1-6 6-2 6-4로 물리치고 자신의 첫 오픈대회 단식 

타이틀을 획득했다. 남자부 단식 정상은 남지성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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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KATO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회장 이기재)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가 8월 1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

회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사회 정착에 뜻을 같이하고 소

속 회원, 가족 및 관련 클럽회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양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 및 협력하

기로 했다.

⑦김청의-노상우, 말레이시아 퓨처스 복식 우승

7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말레이시아퓨

처스(총상금 1만5천달러) 복식 결승에서 김청의(대구시청)-노상우

(안성시청) 조가 톱시드 프란시스 카세이 일칸타라(필리핀)-존 폴 

프르테로(미국)조를 6-1 3-6 10-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⑧정윤성, 프로 데뷔 후 챌린저 첫 4강

8월 3일 미국 렉싱턴에서 열린 켄터키뱅크챌린저(총상금 7만5천달

러) 8강에서 정윤성이 7번시드 제이 클라크(영국)를 6-3 3-0 Ret.

로 꺾고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챌린저 4강에 진출했다. 

⑨명지대, 하계대학연맹전 여자 단체전 제패

8월 7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명지대가 한국체대(감독 정희석)를 종합성

적 3-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부 단체전 정상에는 울산대

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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