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ENIX Summer Tournament 결선(1조)
128강~32강 / 8.23(일) 14시 시작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양 진 엄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D.N.A-정훈 49라운지(시흥) CROW ★ STAFF 비어펍(고척)

[Cork-A]KMJ_No.2 라인양궁장(경남 거제) [HUG]Vibe 구지라운지(송파) [D.Pot] kbr 레츠팟(천호)

D.N.A 이셰프 게임타운(시흥) CROW ☆ 않이외안되 비어펍(고척) 『Starbow』謙 16평(부천)

[D.Pot] ksi 레츠팟(천호) [Log]_SuperCrack° 크레이지케이(의정부) [노불S2]☆바리☆ 110펍(인천동암)

qwertyuiop98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H-Titan] Jelly king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DNA 성준꼬봉지수 게임타운(시흥)

[Perfect]☆퍼간지 다트프린스(중동점) [노불S2]☆그맛☆ 110펍(인천동암) Hello_빠댕- 안녕맥주(부천)

「Highfive」★yolo★ 오사케(이천) [S.Bullet]똥멍충이 요술남(의왕) Jackson Aim(성남)

BLAZE_D:경수 다트프린스(의정부점) VSL REXKIM VSL PHOENIX STUDIO(금천) [Team간지].ZzangA☆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NO불_잡것 베어문(의정부) [S.Bullet]꿀딴지•_• 요술남(의왕) Hello_수예♡연수 안녕맥주(부천)

쥬야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AAA]산포도숲 다트프린스(건대점) PLAYDARTS-ddugi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HUG]SJ 구지라운지(송파) BLAZE_D:또자 다트프린스(의정부점) [CLUE]♥첼시 보드카페클루(응암)

D.N.A-서연아빠 49라운지(시흥) [H-TITAN]KimTaeHoon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ST★RS』상수 크레이지케이(의정부)

NO불_마운틴 베어문(의정부) [건다프] 메인쉐프 다트프린스(건대점) D.N.A 飛鳥 49라운지(시흥)

[D.Pot] 곧미남 레츠팟(천호) 김 경 진 다트프린스(중동점) NO불_밀러 베어문(의정부)

[AAA]오리 다트프린스(건대점) Maxx cr.크마 다트프린스(신림점) orange#WOLF 다트프린스(신림점)

Ruyi(여의) 다트프린스(강남점) [Z.O.M]_Han LUCIOLE(원주) wizards23 Aim(성남)

BLAZE_D:또오해영 다트프린스(의정부점) [RO.FL] The Finisher 다트프린스(강남점) NO불_술잔 베어문(의정부)

[노불S2]☆모모☆ 110펍(인천동암) [Gaon1440]在焄 NinePub(강동)

승먕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이승수의 잔소리 다트프린스(신림점)

[던bull] tuvshuu 선수입장(공릉) SPUNKY_와소리 다트프린스(중동점)

[Cork-A] 크로롱 양약고구(창원) [ZOM]^LIBRA LUCIOLE(원주)

[던bull] 박정훈 선수입장(공릉) [건다프] Mr.짱 다트프린스(건대점)

[노불S2]☆오이☆ 110펍(인천동암) [RO.FL] 챠밍윤 다트프린스(강남점)

[HighFive] 정 민 우 짱오락실(이천) play darts★돈코츠라멘상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BLAZE_D:! 다트프린스(의정부점) [H-Titan] 쿡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Team Kama 도깨비 라인양궁장(경남 거제) HDP@@@@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orange#조현성 다트프린스(신림점) VITUS 주노 다트프린스(중동점)

[Team간지]돼지☆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Hello_호야 안녕맥주(부천)

黑狗 보드카페클루(응암) 육식동물 양약고구(창원)

NO불_초우 베어문(의정부) NO불_잰E 베어문(의정부)



PHOENIX Summer Tournament 결선(2조)
128강~32강 / 8.23(일) 16시 시작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OK◉NE】K-1虎 OK PUB(은평) 『ST★RS』영모 짱오락실(이천) A• TEAM☆ UNCHAIN 앱솔루트GT(전주)

BLAZE_D: 늘이 다트프린스(의정부점) disco2000 구지라운지(송파) [H-TITAN]SPEED-9ZERO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BLAZE_D: 글피 다트프린스(의정부점) [Team간지]늘뽀☆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MacSa]L 맥주사냥(상록수)

[D☆MONSTER]상헌 몬스터(대구동성로) 에디q:-) 강대맥주창고(춘천) [아펌]불혹 아이언펌킨(안산)

[Team간지]연키☆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C.i.D]고니 어른아이(인천검단) Hello_Dalsugi 안녕맥주(부천)

[Cork-A] 송정진#SJJ 슬레이크펍(경남 창원) [빅펑스]Ohyes! 빅펑스(구미) D.N.A 쌍둥이아빠 49라운지(시흥)

[Gaon1440]^내가돌아요^ NinePub(강동) 잠 만 보 다트프린스(신림점) [아펌]하민아빠 아이언펌킨(안산)

[D.Pot] 쓿꿳엂뚨 레츠팟(천호) [포항C.F]천휘 JHC올리브(포항) 『ST★RS』석진 맥주마트(수유)

신림놀이터#이장군 다트프린스(신림점) 『Nuclear Team』 화동(수유) [노불S2]☆쩐찐☆ 110펍(인천동암)

[Gumi]_97Group 썰(구미) [H-Titan]VoodooChild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노불S2]☆짝귀☆ 110펍(인천동암)

[RO.FL] Underdog 다트프린스(강남점) orange#allyalla 다트프린스(신림점) [Ares]_청춘도도 맥주마트(수유)

SUPERCOZY 강대맥주창고(춘천) [D.Pot] BOSS 레츠팟(천호) D.N.A Moon 49라운지(시흥)

[포항C.F]#¿ 해솔련나래 JHC올리브(포항) [D☆MONSTER]영진 몬스터(대구동성로) 이종석 강대맥주창고(춘천)

[D.Pot] 만두 레츠팟(천호) [HighFive]zoe 오사케(이천) [AMY]문틈에손낌 에이미펍(광주)

[500]존잘킴 에이미펍(광주) 대바기 빅펑스(구미) [Ares] VSL_신아름 맥주마트(수유)

[Team간지]펭하☆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C.i.D]해적왕 어른아이(인천검단) 『ST★RS』현성 110펍(인천동암)

[Clue]♡Blues 보드카페클루(응암) [HighFive]영하 오사케(이천)

[CLUE MAX]펑키와신디 보드카페클루(응암) [VSL]LIM CHAN WOO 다트프린스(신림점)

BLAZE_D:스우시 다트프린스(의정부점) [Fluke]강준희 테라스149st(강북)

BLAZE_D:존버왕 다트프린스(의정부점) [노불S2] ☆슬범☆ 110펍(인천동암)

『Nuclear』화동 쌥쌥이~♡ 화동(수유) 『Nuclear』THUNDER 화동(수유)

박재원 맥주광(인계) [D.Pot] 니나노 레츠팟(천호)

[Cork-A]판타스틱 슬레이크 슬레이크펍(경남 창원) [D☆MONSTR]경표 몬스터(대구동성로)

[Fluke]희호 테라스149st(강북) [C.i.D]붉은트리 어른아이(인천검단)

[Macsa]빙구미♡ 맥주사냥(상록수) [AMY]김상헌 에이미펍(광주)

[RO.FL] bamzunee 다트프린스(강남점) [D☆MONSTER]언섭 몬스터(대구동성로)

수호천사 썰(구미) [H-Titan]ㅎㅅㅎ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Hello_불타 안녕맥주(부천) 【OK◉NE】제이와쪄요 :D OK PUB(은평)

[HUG] 빽도 구지라운지(송파) [H-Titan] 렉죠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Macsa]http 맥주사냥(상록수) [C-FlVE]회오리 JHC올리브(포항)



PHOENIX Summer Tournament 결선(3조)
128강~32강 / 8.23(일) 18시 시작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BLAZE_D:또또 다트프린스(의정부점) BLAZE_:D 오늘 다트프린스(의정부점) HotPlace★Baby 보드카페클루(응암)

[HighFive]쩡이 다트펍비턴(이천) [Cork-A] 홍훙흥홍 웨어하우스(경남 창원) [아펌] 이승주 아이언펌킨(안산)

[HighFive]신데렐라 오사케(이천) 『S★TOP』DAYO 다트프린스(신림점) [C.i.D]냥마로 어른아이(인천검단)

[HUG]신천주먹 구지라운지(송파) 『Nuclear』 화둉 화동(수유) [C.i.D]붉은나무 어른아이(인천검단)

[HighFive]앙드레건 다트펍비턴(이천) [Fluke] 랭보 테라스149st(강북) [D☆MONSTER]상환 몬스터(대구동성로)

거니거니 강대맥주창고(춘천) 박해진 셀프편의점포차(수원) [켈베로스]은일 리커버거(인천연수)

[MacSa]황쏘가리 맥주사냥(상록수) 빅펑스알바님 빅펑스(구미) D☆MONSTER 몬스터(대구동성로)

"킴쩡☆" 알콜중독(김포) [노불S2]☆땡프로☆ 110펍(인천동암) [MacSa]사무라이♥ 맥주사냥(상록수)

[Team간지] Preussen Gloria☆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Hello_개지 :) 안녕맥주(부천) [Ares]_★거니☆ 맥주마트(수유)

【OK◉NE】이제 쉴, 타이밍입니다. OK PUB(은평) [Ares]_빽세 맥주마트(수유) 철공사 강대맥주창고(춘천)

[D.Pot] 뚜비 레츠팟(천호) 박 민 선 화동(수유) [D☆MONSTER]성욱 몬스터(대구동성로)

[JUPITER] 시리♡ 우드스탁파티(부평) 뿌앙뿌앙뿡 제이엠프로젝트(강동) [다트홀릭]영희 JHC올리브(포항)

중화동불다람쥐 110펍(인천동암) 『Nuclear』이예은 화동(수유) 『ST★RS』병주 보스더클래식(인천)

[노불S2]☆우기☆ 110펍(인천동암) KIDULT.조수경 키덜트(인천) [H-Titan] 樂 輝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노불S2]☆리밍짱☆ 110펍(인천동암) orange#아밴 다트프린스(신림점) [C-FIVE]현용 JHC올리브(포항)

【OK◉NE】 레고아찌 OK PUB(은평) BLAZE_D:어제 다트프린스(의정부점) Yoo MinYong 빅펑스(구미)

[Bullvenie]Spectre VSL다트라운지(최혜진점) 『다트★깡패』Jason 레드펍(순천)

[SSUL]_Enchovi 썰(구미) [아펌]알로애 아이언펌킨(안산)

Hello_햄니# 안녕맥주(부천) [S.Bullet]팍재팍 요술남(의왕)

다크팬더 맥주사냥(상록수) [AMY]백로즈 에이미펍(광주)

안 세 준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KIDULT.이원호 키덜트(인천)

[CLUE MAX] KING 보드카페클루(응암) DARTIST_부스터 다트펍비턴(이천)

[Ares]_킹지 맥주마트(수유) [C.i.D]섭풍 어른아이(인천검단)

PHOENIXDARTS 타히토스테이션(분당) [C-FIVE]은나무 JHC올리브(포항)

[J.D.A_狂投]_가랑이찢기 죤스포켓클럽(전주) [서포터즈]화랑 리커버거(인천연수)

[Cork-A] 커피바보 프리덤(경남 창원) [D★MONSTER]종대 몬스터(대구동성로)

[HUG]욱 구지라운지(송파) [AMY]회장 에이미펍(광주)

[Fluke]다트잘하고싶다 테라스149st(강북) orange#제나 다트프린스(신림점)

[C.i.D]차공일 어른아이(인천검단) [Team간지]양륜림희☆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H-Titan]포로리★ 육회왕자연어공주(홍대) [AMY]동동 에이미펍(광주)



PHOENIX Summer Tournament 결선(4조)
128강~32강 / 8.23(일) 20시 시작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카드네임 경기 진행 숍

D.tail_Pangrok 맥주광(인계) [Ares]_wO.OnI 맥주마트(수유) 갠찮은 자식 육회&연어(인천)

BLAZE_D:짐니 다트프린스(의정부점) [T.S.P] 알파베타감마 제이엠프로젝트(강동) D.N.A-희준 49라운지(시흥)

KIDULT.양인철 FLIGHT PUB(인천) DNAᆢ서창윤 49라운지(시흥) Team[射投]장재원 Shot(제주)

NO불_체옌 베어문(의정부) [던bull]음승윤 9dartslounge(강북) [C-FIVE]가희 JHC올리브(포항)

[Team 간지]몽이☆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호잇 JHC올리브(포항) [Bullvenie]BEAT BAR PRO(신촌)

《해피니스》_너구리 해피니스이즈마인(군산) [Cork-A] Jungho 웨어하우스(경남 창원) [MacSa]헬퍼 맥주사냥(상록수)

[HighFive]용재 오사케(이천) [켈베로스]명석 육회&연어(인천) [MacSa] D-Bull 맥주사냥(상록수)

[AAA]원이 다트프린스(건대점) DNA-무릎쏴 A클라스 49라운지(시흥) ReGho☆GGonGˇ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Fluke] 화백 테라스149st(강북) D.tail_오회장 맥주광(인계) 창석☆THE활(≡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노불S2]☆윤디☆ 110펍(인천동암) RB_레피 레드펍(순천) EAST 라라포차(강동)

KIDULT.이형대😁 키덜트(인천) [JUPITER]Azak 우드스탁파티(부평) RedGhost☆해장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재희 제이(군산) Lee Je Sin 다트프린스(중동점) [노불S2]☆남궁☆ 110펍(인천동암)

[D.D.T]J.H. 럭키스트라이크(괴정) [노불S2]☆썬프로☆ 110펍(인천동암) [JUPITER]한겨울 우드스탁파티(부평)

[AAA]칼립소 다트프린스(건대점) 신 동 주 맥주마트(수유) [JUPITER ]Angel♡ 우드스탁파티(부평)

KIDULT.전종윤 키덜트(인천) 『ST★RS』성희 펍다트(구로디지털단지) 『환호』 다트프린스(건대점)

[Team 간지] 몽2 ☆ 육회왕자연어공주(삼송) [JUPITER]Andy 우드스탁파티(부평) Gatsby.박여준 FLIGHT PUB(인천)

[아펌]뽀밍 아이언펌킨(안산) [TILT]중사 다트프린스(중동점)

[Highfive]키티달 다트펍비턴(이천) 베베 다트프린스(중동점)

KIDULT.이승기 키덜트(인천) 전 윤 복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Ares]_Cho hAnA 맥주마트(수유) [포항 C•F]산이🇰🇷 JHC올리브(포항)

[HUG]SW Park 구지라운지(송파) [Team☆Guns]야스 FLIGHT PUB(인천)

[highfive] 브론즈 양아치 오사케(이천) ○실버레인♡ 라라포차(강동)

[T.S.P] 속상맨 제이엠프로젝트(강동) [D.D.T] 쩌규 럭키스트라이크(괴정)

TonTon#raeng 다트프린스(신림점) 신림놀이터#쏭쏭미♡ 다트프린스(신림점)

BLAZE_D:옥2 다트프린스(의정부점) [Vintage]남덕후루꾸 빈티지1987(중랑)

석환☆THE활(≡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Hakuna_옐로우♡ 해피니스이즈마인(군산)

[Cork-A] 장우성#JWS 프리덤(경남 창원) [Team☆Guns]마꼬 FLIGHT PUB(인천)

BLAZE_D:순복이 다트프린스(의정부점) orange#seongdeok 다트프린스(신림점)

[Cork-A]짱짜라짱 프리덤(경남 창원) [D.D.T]PERFECT 카마 럭키스트라이크(괴정)

[J.D.A]狂投_2nd순대 제이(군산) KIMSANG 다트프린스(중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