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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중 고 테 니 스 연 맹

수신  배부처 참조

(경유)  테니스부 감독

제목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개최 통보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맹에서는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에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        래

            가. 대회명칭: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나. 대회기간: 2019. 07. 08 – 07. 17 (10일간)

            다. 대회장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양구중•고등학교테니스코트

                                                  

첨    부 : 1. 대회 개최 요강  1부.

2. 참가신청서 1부.                                        끝.

 

배부처: 201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대 회 개 최 요 강

1.대회명칭: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2.대회개최 현황

부  별 대회기간 대회장소
참가신청

마감
대진추첨식

일시 및 장소
비 고

(남,여)

중.고등부

2019.07.08-17 

(10일간)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

양구중고등학교테니스코트

2019.06.28(금)

17:00

2019.07.07(일)13:00시

양구테니스파크 2층

3.경기종목

부   별 경기방식 경기종목 비   고

중•고등부(남,여) 토너먼트 단체전 5단 2복식

중•고등부(남,여) 토너먼트 개인전 단식 및 복식

4.경기방법 :  가. 단체전 및 개인전으로 실시합니다.
             나. 추첨으로 대진 결정합니다.

             다. 단체전은 5단 2복식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라. 개인전 (단•복식)경기는 참가 신청 마감후 결정하여 추후 통보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전은 A,B,C,D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A,BC,D

                팀을 반드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전 (단•복식)참가 신청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 2019년도 부터는 개인전에 KTA랭킹이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대회사용구:     헤드(챔피언쉽)
6.참가자격  :     201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

7.참가신청방법:   본 연맹 소정양식(별첨)으로 소속장의 날인하여 기간 내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신청장소: 서울 중앙여자고등학교 테니스장(FAX: 02-393-4292)

           윤종덕 부장 E-MAIL : jdyoon_kr@naver.com  010-3754-4285

9.유의사항 :  가. 참가신청은 본 연맹 소정양식(별첨)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신청서를 우송할 경우에도 2019년 06월 28일 (금) 17:00시까지   

                 본 연맹에 필히 도착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편배달 사고로 인한 문제가 종종 야기되고 있사오니 참가

                 신청서를 발송한 후 접수여부를 필히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화 및 구두신청은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문의 사항은 본 연맹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010-3754-4285 윤종덕 부장  팩스: 02-393-4292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