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for 2011 NYK-championships

제 5 회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

CATEGORY

[참 가 신 청 서]

#

2011 년 4 월 23 일 (토) 오전 9 시 40 분~오후 10 시
USTA

Billie Jean King’ National Tennis Center, Indoor Tennis Courts

■ If you enter Team Division (Category 19), use another application (see page 3).

Yourself

Your Partner (if you play Double)

이름

이름

Name

Name
Date of Birth

Gender
□M □F

Date of Birth

Mailing address

Mailing address

Email address

Email address

Tel

Cell

Tel

Name of School or Company

Divisions

Cell

Name of School or Company

Categories

Start Time

Mark the categories you will play

Open

Entry Fee

SINGLEs

□$50
□$50

③. Boys 18 & under ………10:00 am
④. Boys 15 & under ………10:00 am
⑤. Boys 12 & under ………10:00 am

□$40
□$40
□$40

⑥. Girls 18 & under ………10:00 am
⑦. Girls 15 & under …....... 10:00 am
⑧. Girls 12 & under ………10:00 am

□$40
□$40
□$40

*

⑨. Men [A] …………..……10:00 am
⑩. Men [B] …………..……10:00 am
⑪. Women ………….…….10:00 am

□$40
□$40
□$40

**

⑫.
⑬.
⑭.
⑮.

Over 19
DOUBLEs

1:00 pm
1:00 pm
1:00 pm
2:30 pm

□$70 / pair
□$70 / pair
□$70 / pair
□$70 / pair

Over 40***

⑯. Men over 40 [A] ……… 2:30 pm
⑰. Men over 40 [B] ……… 2:30 pm

□$70 / pair
□$70 / pair

Senior

⑱. Men over 62 ……….…. 2:30 pm

□$60 / pair

Team

⑲. 3 Doubles/Team ……… 6:30 pm

□$200/team

General

Please write down your check number.

Men [A]
Men [B]
Women
Mixed

…………...….
…………...….
………….......
………….......

Your Check #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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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s

By 04/16

①. Men ………..…..…….... 10:00 am
②. Women ……..……........10:00 am

Junior

Gender
□M □F

Age: over 19
* [A] NTRP 4.5 & up
[B] NTRP 4.0 & under

No Age Limit
** [A] NTRP 4.0 & up
[B] NTRP 3.5 & under

*** [A] NTRP 4.0 & up
[B] NTRP 3.5 & under

See page #3

Total: $__________

제 5 회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
2011 KOREA TIMES CUP NEW YORK KOREAN TENNIS CHAMPIONSHIPS
뉴욕한인사회 최고의 권위, 최대의 테니스제전인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가 4 월 23 일(토)
US OPEN 의 현장 USTA National Tennis Center ‘Indoor Training Center’에서 개최됩니다. 테니스
꿈나무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장학생 선발을 겸하고 있는 본 대회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명예대회장에 위촉된 주원홍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부회장의 주선으로 청소년부 입상자에게는
한국의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 연수 기회가 제공됩니다.
‘우리의 미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강한 한인사회 건설을 위해 열리는 본 대회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성원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大會長: 뉴욕한국일보 발행인




名譽大會長 주원홍
신학연 뉴욕한인테니스협회 테니스학교장 홍명훈
大會準備委員長 뉴욕한인테니스협회장 박종권

일시: : 2011 년 4 월 23 일 (토) 개회식 9:40AM, 폐회식 10:00PM
장소: USTA Billie Jean King National Tennis Center, Indoor Training Center
<오는길: www.USTA.com, www.NYKATA.org 참조>
주최: 뉴욕한인테니스협회 ▪ 뉴욕한국일보
후원: 뉴욕한인회 ▪ 국민생활체육-미주테니스연합회 ▪ 愛國志士김종구박사장학회 ▪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






협조 테니스 기관: USTA National Tennis Center ▪ NYKATA Tennis School ▪ NJ Korea Tennis Assoc. ▪ C.S. Tennis Academy ▪
NY Korean Tennis Club ▪ Nassau Club ▪ 나눔쉼 ▪ Sun Club ▪ TNT▪ Match Point ▪ Tea Time ▪ 靑心會

【시상 및 장학생 선발 안내】
-

시상식은 해당 종목 결승전 직후 바로 실시
*
챔피언부 각 종목 트로피와 우승상금 $1,000 <*최소성원 이하로 대회 진행시 우승상금 $500>
아마추어룰에 의해 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학생은 ‘장학생선발’에 의해 장학금으로 지급
장학생은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인 학생들 중 학업성적, 가정형편, 리더십, 한인커뮤니티 봉사활동,
에세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본 협회와 [愛國志士김종구박사장학회]가 함께 선발
챔피언부 외 각 종목 우승 및 준우승: 트로피 + 상품
참가자 전원에게 대회기념 셔츠, 음료 및 간식 제공

【대회진행】
1) 모든 출전자는 경기시작 30 분 전까지 대회장에 집결해야 함.
2) 각 종목은 최소 성원 미달시 취소될 수 있음. <종목당 최소 성원 싱글: 6 명, 더블: 4 개조>
3) 아래 4)항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1 SET(6 Game) TOURNAMENT 를 원칙으로 함.
4) 주니어대회는 Round Robin/Tiebreaker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른 후 본선 대진표 작성.
따라서 모든 출전자는 2 게임 이상의 예선 후 본선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게 됨.
5) 위 4)항 예선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5:5 타이브레이크 (단, 결승전은 6:6 에서)로 진행.
6) 챔피언부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No Ad System 으로 진행.
7) 싱글 성인부 [A],[B]는 NTRP [A]=4.5 이상, [B]=4.0 이하로 나눈다. 성원미달시 통합.
8) 더블 일반부 및 장년부 [A],[B]는 NTRP [A]=4.0 이상, [B]=3.5 이하로 나눈다. 성원미달시 통합.
9) 모든 경기는 심판없이 Self-Judge 로 진행. 단, 원할한 진행을 위해 필요시 심판 입회.
10) Foot Fault 등 상대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요원에게 즉각 통보, 주최측의 결정에 따름.
11) 이외사항은 주최측에서 유권해석 한다.
- 시합구: Wilson Tennis Ball

【참가 안내】
-

-

참가자격: 미주거주 한인이면 누구나 가능. <거주지 증빙 필요>
신청서: 테니스협회 웹사이트 www.NYKATA.org 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 모든 종목 신청서는 참가비와 함께 4 월 16 일까지 접수되어야 함.
<단 일반부 및 장년부 복식 경기는 현장접수 가능>
대회문의: 대회장 홍명훈 516-782-1055, 대회준비위원장 박종권 917-656-1383
- EMAIL: champs.nykata@gmail.com, kffny@yahoo.co.kr
- 접수처: ADDRESS: NYKATA (c/o Chong Park)
P.O. Box 770324, WOODSIDE, NY 11377
참가비: 싱글 $40, 더블 $70 (단 시니어부는 $60), 단체전 $200
√ 체크나 현금 지불. 체크는 NYKATA 앞으로 발행, 위 주소로 발송.

Page 2 of 3

Application for Team Competition- 2011 NYK-championships

제 5 회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
[단체대항전 참 가 신 청 서]

TEAM Info.
단체명
Name of Team

Team Website

www.

대표
President

Place where your team plays

대표 Mailing Address

Tel
Cell
Email

PLAYERS Info.
Name

1

2

3

4

5

6

Contacts

한글

Phone

English

Email

한글

Phone

English

Email

한글

Phone

English

Email

한글

Phone

English

Email

한글

Phone

English

Email

한글

Phone

English

Email

Please write down your check number.

Your Check #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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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