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수별 기승현황 (2019.09.06(금))

조 성명 기승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 13경주
국6등급 / 1000M 국6등급 / 1300M 국6등급 / 1000M 국6등급 / 1000M 국5등급 / 1000M 국5등급 / 1600M 국5등급 / 1300M 국4등급 / 1300M 혼4등급 / 1200M 국4등급 / 1200M 혼3등급 / 1400M 2등급 / 1400M 　 / 　

프리 리차드 6 ⑨포에버러너 ⑧퍼스트스타 ⑨타이틀코드 ⑧타임스펙 ⑧장산도쿄 ⑤미스터카이저
 10조 김남중  31조 라이스 15조 안우성   27조 이상영 15조 안우성  10조 김남중   

1 진겸 8 ④파인의꿈 ①아델클래식 ⑩마크원 ⑪토함스타 ①원더풀라이언⑦파인트럼펫 ⑩대호질주 ②어퓨어굿맨
       ㉹26조 방동석    ㉹26조 방동석  

2 전진구 6 ⑤마하스톰 ④바람의꿈 ⑨킹스톰 ⑧선더스트럭 ②영웅일기 ⑪영천스타
㉹33조 권승주    ㉹22조 강은석 ㉹26조 방동석 ㉹16조 김재섭  ㉹32조 임동창  ㉹20조 최기홍   

4 정동철 8 ⑪보령환호 ⑥영광의스타트 ②뉴퀸 ⑤로열티켓 ①스마일팩터 ①카린 ②유에스맨 ⑧우승환호
 ㉹9조 양귀선   ㉹9조 양귀선 ㉹5조 유병복   ㉹9조 양귀선 ㉹28조 하무선 ㉹9조 양귀선 ㉹1조 백광열  

6 송경윤 8 ④스피노마린 ⑧에코화이트 ⑧불멸의마립간①러브레터 ④리턴오브섭서⑥퀵무브 ⑥퀸오브캡틴 ⑤아주최강
㉹17조 장세한  ㉹19조 김영관   ㉹29조 문제복   ㉹28조 하무선 ㉹10조 김남중 ㉹7조 김병학 ㉹7조 김병학  

9 박재이 11 ⑪선더베가스 ①슈퍼그레이트③선더에이스 ⑤대지자랑 ⑩초동여신 ⑥온누리강자 ②브이아이피킹⑨성산파워 ③상승파워 ③코리안포스 ⑦아델스타
㉹28조 하무선 ㉹23조 손병직   ㉹23조 손병직 ㉹12조 조용배 ㉹21조 민장기    ㉹28조 하무선 ㉹23조 손병직  

11 김혜선 9 ⑦승리의불길 ⑧퍼펙트불패 ⑥해피어게인 ④투투캡틴 ⑫백두장수 ⑤원더풀테일 ⑦부경스토리 ⑩서부캣 ⑩레드클라우드
㉹14조 윤영귀 ㉹6조 구영준   ㉹21조 민장기 ㉹2조 강형곤 ㉹4조 임금만   ㉹13조 강병은 ㉹8조 토마스 ㉹10조 김남중  

14 채상현 8 ①느루 ③대산갑부 ②반지의매직 ⑪코리아프린스①골드의인연 ⑤마루짱 ⑫플라잉레인저③록하드세븐
㉹13조 강병은 ㉹28조 하무선  ㉹30조 울즐리 ㉹8조 토마스 ㉹33조 권승주 ㉹13조 강병은    ㉹10조 김남중 ㉹31조 라이스  

15 정도윤 8 ②명가대로 ②한빛태양 ⑥베스트해피 ⑧맵시컬러 ②행운스토리 ⑤무패찰리 ⑦스마트젠틀맨④영천더비
 ㉹2조 강형곤 ㉹24조 김길중 ㉹2조 강형곤 ㉹12조 조용배   ㉹23조 손병직 ㉹6조 구영준  ㉹2조 강형곤 ㉹1조 백광열  

16 김동영 6 ⑧백두여상 ⑨비케이유안 ⑤세런디피터 ⑦파워풀핏 ③리사 ⑪비케이사운드
㉹3조 오문식  ㉹2조 강형곤  ㉹5조 유병복 ㉹2조 강형곤    ㉹2조 강형곤    

17 김태경 3 ⑥코리아맨 ①동방워리워 ④노멀클래식
 ㉹22조 강은석   ㉹12조 조용배         

18 김어수 11 ⑫달기 ⑩스마일코리아①해피피버 ⑦랩터맨 ⑦풀오프 ②에이스질주 ⑥신흥고수 ③오스힐 ⑧해성스타 ①캡틴가이 ⑨정상코리아
 ㉹26조 방동석 ㉹3조 오문식 ㉹27조 이상영 ㉹5조 유병복   ㉹12조 조용배 ㉹14조 윤영귀 ㉹26조 방동석 ㉹1조 백광열   

21 유광희 4 ②아모리스 ④월드슬램 ⑦해피매직 ⑨다이아몬드킹
 ㉹17조 장세한     ㉹10조 김남중       

24 문중원 1 ④위닝어게인
         ㉹17조 장세한    

27 조창욱 1 ④마법처럼
             

28 김철호 6 ⑨뷰티플코리아 ⑨텍사스어게인 ⑩재색명리 ⑦원더풀스토리 ⑨부산미소 ⑥윈디파크
㉹7조 김병학   ㉹20조 최기홍   ㉹24조 김길중 ㉹7조 김병학    ㉹24조 김길중  

오경환 2 ⑩한센물결 ⑦차지파워
㉹13조 강병은 ㉹13조 강병은            

30 이성재 8 ③원더풀플래시 ⑤캡틴스텔스 ④퓨처킹 ③지구력팔팔 ③우라노스제이⑨승리스토리 ⑤킹라이언 ⑧더힘찬
㉹26조 방동석  ㉹27조 이상영 ㉹24조 김길중 ㉹32조 임동창 ㉹33조 권승주 ㉹31조 라이스    ㉹17조 장세한   

정우주 9 ⑥샤이닝아이 ⑫로그인코리아⑦센텀번개 ⑫달구 ⑥트리플실버 ⑥킹오브보스 ②스위트메모리④천년의강 ①다르마
㉹8조 토마스 ㉹33조 권승주 ㉹33조 권승주    ㉹28조 하무선   ㉹7조 김병학  ㉹5조 유병복  

32 이희천 4 ⑤아크라 ③라온여걸 ⑪태권챔프 ③원더월
 ㉹33조 권승주  ㉹33조 권승주  ㉹14조 윤영귀  ㉹33조 권승주      

경주일자 [2019.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