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피닉스다트 썸머 원리그 예선 조편성 - 핸디캡리그

육회왕자연어공주 9dartslounge(강북) DNA-에이스 49라운지(시흥) 노빠꾸 핏빛그립 럭키스트라이크(괴정) 온현성과 노친네들 온푸드(인천계양)

D.tail_X 맥주광(인계) 무사마씸 미미당(제주) 「T.M.D」 소녀들 맥주광(범계) 크라운 크라운호프(김천신음점)

잔잔바리 쉐이커(광주) RainBow_ 팔도 실비집(원종점) Jaws 죠스낚시카페(신갈점) D.N.A 김집사와7냥이들 49라운지(시흥)

로그 뽀시래기들 크레이지케이(의정부) 주종과아이들 골드래빗카페(의정부) Nitro1팀 데이바이데이(중랑)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만나다(왕십리)

온니원~짱짱팀 아이언펌킨(안산) 다지트 왕대박포차(부산진구) 연남오락실 2팀 연남오락실(마포) 볼트 연남오락실(마포)

Team한울 A FELIX(김해) 예나스페이스(홍대) 예나스페이스(홍대) 논다 매드맥스(인천논현) Dive 다트윈(양주)

키덜트 다트프린스(부평점) 순대는알콜성치매 라디오가든(전주신시가지점) ATM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Team한울 B FELIX(김해)

Team.500 아일랜드유끼(광진) 남포 어벤져스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S.M.P) 온푸드(인천계양) 타코와츄러스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파이널다트 파이널나인(사창점) TDM 크라비(논산) 무엇이든 던져보살 맥주사냥(상록수) TEAM MIRE1 CO&TABE(동두천)

Nuclear [화동이와행님들] 화동(수유) [RO.FL] BULL개미들 다트플렉스(이수) 아몰랑파티 레고펍(안양평촌) 연남오락실1팀 연남오락실(마포)

스파이더클럽 스파이더클럽(수원) ROOT 다트프린스(석계점) 오아시스 오아시스(부산) 켈베로스LB 리커버거(인천연수)

Jammers Jammers(홍대)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동대문) [D•W] 다트윈(양주) 오합지졸 비어펍(고척)

퍼블릭 X 주피터 퍼블릭하우스(부평) S&S B S&S(군산) 가온1 펍 잭501(부산) Nuclear [불건전한사이] 맥주마트(수유)

GRIP 그립(부산서면) 럼블 Rumble6(독산) ☆비.어.팰.리.스☆ 비어팰리스(강서) 춘천다트 쪼바(춘천)

다트가 체질 백본펍(인천) 512청주 512(청주) 만타레이 안(부산중구) [D☆MONSTER]A 몬스터(대구동성로)

덤보 덤보라운지(부산진구) 젝스하우스 1팀 젝스하우스(일산동구) 데바데 Team_Nitro 데이바이데이(중랑) C-FIVE A JHC올리브(포항)

흥청망청 BURN(광주) Team Crazy A 크레이지샵(의정부) IF 다트플렉스(이수) Team.오백 아일랜드유끼(광진)

젝스하우스 3팀 젝스하우스(일산동구) S.M.C 매그넘(모란점) LastMoment-S 알코하임(강북) 플렉스H (ACE) 다트플렉스(홍대점)

J.bro_다트경력69년 J.bro(경기 성남) 다지트 2 왕대박포차(부산진구) 불스원샷 FML(대전) STING 정글펍(김해)

D.soul 소울메이트(대구) MBC MBC(천안) 화이팀 스타게임파크(구미) 이게 맞아?우린 맞은적이없었지 다트프린스(신림점)

수 J.A.K K100(제주) 렛츠고 스네글 스네글비어(안산) BULL편한사이 인쌩술집(수원역) 러블리섹시팀럭키 럭키스트라이크(괴정)

온오프 온오프(부산남구) 決定障礙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Rover 몬스터(대구동성로) 엔포커 세븐펍(양산)

하울링 디오(목포) 바스타즈 바스타(광진) 가온2팀 펍 잭501(부산) 낚시훈련소 낚시훈련소(평택)

C-FIVE B JHC올리브(포항) 만다린(MDL) 오바(거제) Team Sook 팬텀(평택) 플렉스H(BEST) 다트플렉스(홍대점)

J.bro_어머?!가스불을안끄고나왔

네?!
J.bro(경기 성남) CRAZY LOG 크레이지케이(의정부) 이겨서지송 다트프린스(부평점) Team.K ★회원 상시 모집★ 다트프린스(건대점)

젝스하우스 2팀 젝스하우스(일산동구) 《Etrtnity》 맛나슈퍼(동두천) 댕냥이 집합소 아이언펌킨(안산) April 더젠(정읍)

#2000 #2000(동두천) 어벤져스 OK PUB(은평) S&S C S&S(군산) 스타골든비어2 골든비어(신림)

「T.M.D」나만 잘 하면 되!! 맥주광(범계) RnD RND(청주) Life Of Gamble 크레이지케이(의정부) 불쏴줘 FML(대전)

이든 쏠레(동해) Navajo 나바호(용산) 오합지졸 하나비(양천) 거제리친구들 카페라드(양산)

D.tail_Z 맥주광(인계) 팁쫌조 프리스타일(안산) 유진이와 아이들 심야스테이크(수원성대점) [THE WOLF] 다트프린스(석계점)

SALUD 마젤란(부평) A&F United 맥주마트(수유) 클루맥스팀 보드카페클루(응암) 당분간다트안해 레고펍(안양평촌)

안일건은강동원? 건즈(안산) Kidult 다트프린스(부평점) 더할나위 더할나위(부산수영) 다트는건어물 장르는건어물(부산)

[D•W]2 다트윈(양주) PlaBbit's 골드래빗카페(의정부) 아직 한발남았다 데이바이데이(중랑) 7번아이언 아이언펍&벌떡(송파)

Venture 벤처(부산남구) 하쿠나마타타 인하쿠나마타타(군산) 천안러브낚시카페 러브낚시카페(천안점) 달빛 달빛부엌(대전대덕)

야놀자다트샵 야놀자다트샵(화순) 오카이 스파이더클럽(수원) 바프로 BAR PRO(신촌) 오케이원 OK PUB(은평)

다트bull감증 맥주사냥(상록수) JULY줄라이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불로소득 J.bro(경기 성남) 더활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CUESOUL No.1 다트프린스(건대점) 플렉스G-SOUL 다트플렉스(구로디지털단지) 디라이트 디라이트(군산) 404 Not Found 몬스터(대구동성로)

동바는 친절해 라디오가든(전주신시가지점) J.bro_노불한잔 J.bro(경기 성남) 트리플샷 학사주점(용인) 어쩌다 다트프린스(노원)

감자서리단 인쌩술집(수원역) 라온 하나비(양천) IF x TMD 맥주광(범계) JuYouSo 주유소(울산)

NoName 다트플렉스(홍대점) [D☆MONSTER] C 몬스터(대구동성로) 목표는우승희지 쉐도우(춘천) Aloner 얼로너(관악)

X eonzeri 엘비스펍(충주) [THE WOLF] 야!타! 다트프린스(석계점) TEAM REPLAY 아이언펍&벌떡(송파) 스타만선 리커버거(인천연수)

신림Vibe 큐브라운지펍(관악) 광투 싱글앤싱글(전주) [D.T] 다트는술다트 다트프린스(신림점) 이누다트클럽 비어스토어(전주)

[D.T] ALP 다트프린스(신림점) Brooklyn 브루클린(의정부) 술로는 안진다! 다트프린스(신림점) [W] 더블유(부산중구)

불가리 구지라운지(송파) 디시티하루네 D.C.T(수원성대) 루카스 루카스(부산) CROWN 크라운(의정부)

위니드타로 다트프린스(부평점) 향사 라디오가든(전주신시가지점) Nuclear[수유동223-9] 화동(수유) Nuclear [ 돌쇠네 ] 인쌩술집(수원역)

릴리와초짜 릴리앤빌리(울산남구) RnA MOMA MOMA(부산) 새벽반 맥주광(인계) 거제유나이티드 오바(거제)

Team_달빛맥주 달빛맥주(이천) GrayBeer 그레이비어(전주) 초보자들 퍼니스볼링장(광주) 512충주 512(충주)

team.SILLA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스타골든비어1 골든비어(신림) MGH 모란게스트하우스(성남) 오븐마루썸
오븐마루신태인점&소목리카페

(정읍)

Team Duck 자유공간(화성) [DivE]다이브 Dive(송파) DNP 달쯔커피앤펍(인천) AMY 쉐이커(광주)

Team Crazy B 크레이지샵(의정부) [B.one]연합 지하로(송파) 취하라 연수동목로주점(연수) 푸르지오쌍라이트 아일랜드유끼(광진)

[HUG]1팀 구지라운지(송파) D.tail_Y 맥주광(인계) 탑플라이트 탑플라이트(파주) DC Red Team 다트프린스(노원)

더샷 강남광고자재(부산) TEAM MIRE2 CO&TABE(동두천) 엡솔루트지티 앱솔루트GT(전주) 디홀릭스 다트펍신촌상회(서대문)

레드고스트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DC Black Team 다트프린스(노원) Pin Point 백팩커스펍&카페(여수) 두정동 불새파 TNJ(천안)

Highfive YB노래타운(이천) 퍼니스파니스 퍼니스볼링장(광주) NO불 베어문(의정부) [D☆MONSTER] B 몬스터(대구동성로)

빅펑스 빅펑스(구미) 디지 디지(DIZZY) 히어로즈 쉐도우(춘천) 내 이름은 고난! 시련이죠 다트프린스(부평점)

[THE WOLF]2 다트프린스(석계점) R.P 리얼펍(하남) Nuclear [화동삼조] 맥주마트(수유) 불독 다트플렉스(이수)

머로하지 마틴(대전) OSIM OSIM(구리) 구력은 반백년 다트플렉스(구로디지털단지)

미드나잇 맥주광(병점) 훈민정음 프리스타일(안산) Team 주작 오늘같은밤(오산)

TDM B 크라비(논산) 납치당한 퍼펙트? J.bro(경기 성남) 비투스 코인피자펍(강서)

MAGNUM 매그넘(모란점) [D.Pot] 레츠팟(천호) RIP RIP(성남)

쀼의세계 나바호(용산) S&S A S&S(군산) 희우와 아이들 TNJ(천안)

KM 다트프린스(노원) 팀겟 라디오가든(전주신시가지점) [HUG]2팀 구지라운지(송파)

LIVERPOOL PUB 엔코404(홍대) 고스트 고스트(부산진구) YOLOING 바스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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