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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 달 테니스

글_김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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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조코비치, 라쿠텐오픈 트로피 들어 올리며 명예회복 성공

10월 6일 일본에서 열린 ATP투어 500시리즈 라쿠텐오픈 남자단식 결

승에서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존 밀먼(호주)을 6-3 6-2로 물리치

고 정상에 오르면서 US오픈 이후 출전한 첫 대회에서 명예회복에 성공

했다.

➋오사카, 차이나오픈 우승하며 2주 연속 우승

10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나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오사카 

나오미(일본)가 애슐리 바티(호주)를 3-6 6-3 6-2로 꺾고 우승을 차지

했다. 오사카는 토레이 팬퍼시픽오픈에 이어 차이나오픈까지 제패하며 

2주 연속 우승을 거두었다.

➌메드베데프, 두 번째 ATP투어 1000시리즈 타이틀 획득

10월 13일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마스터스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

프(러시아)가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와의 ‘차세대 리더’ 대결에서 6-4 

6-1로 승리를 거두며 생애 두 번째 마스터스 트로피를 획득했다.

➍15세 소녀 가우프, 생애 첫 투어 우승 차지

10월 13일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어퍼 오스트리아 린츠 결승에서 

미국의 15세 천재 소녀 코리 가우프(미국)가 옐레나 오스타펜코(라트비

아)를 6-3 1-6 6-2로 풀세트 끝에 꺾고 생애 첫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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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➏명지대, 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남녀복식 동반 

우승

9월 24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추계대학연맹전 남자복식 결승에서 명지

대의 홍성찬-한재석이 신산희-한성용(이상 건국대)

을 6-3 4-6 14-12로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명

지대는 여자복식 결승에서도 최서인-심솔희가 정상

에 오르며 대회 남녀복식 동반 우승을 달성했다.

➐➑ 홍성찬, 마지막 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우승으

로 마무리

9월 25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장에

서 열린 제73회 전국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남자단식 

결승에서 홍성찬이 임성택(순천향대)을 1시간 33분 

만에 6-3 6-3으로 꺾고 자신의 마지막 추계대학테

니스연맹전을 우승으로 마무리했다. 여자단식 결승

에서는 임은지(한국체대)가 같은 학교 후배 박수빈을 

상대로 6-2 6-2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➒김동주, ITF영월국제주니어 2관왕 차지

9월 29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

서 열린 ITF영월국제주니어 챔피언십(5그룹)대회 남

자단식 결승에서 김동주(마포고)가 심우혁(양구고)을 

6-4 6-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동주는 전날 

복식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는 김은채(중앙여고)가 문정

(중앙여고)을 6-7(4) 6-3 7-6(6)으로 꺾고 첫 우승을 

거두었다.

➓ NH농협은행 스포츠단, ‘고객 및 자녀’ 대상 테니

스 재능 기부

9월 30일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이 서울 서초구

에 위치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 내 테니스장 개장을 

기념해 은행 우수 고객 및 자녀를 초청해 원포인트 

및 매직 테니스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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