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수별 기승현황 (2019.11.22(금))

조 성명 기승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 13경주
국6등급 / 1000M 국6등급 / 1300M 국6등급 / 1300M 국6등급 / 1300M 혼4등급 / 1200M 혼4등급 / 1200M 국5등급 / 1000M 국5등급 / 1300M 국4등급 / 1600M 국3등급 / 1200M 2등급 / 1400M 　 / 　 　 / 　

1 진겸 5 ⑦뷰티풀질주 ⑧솔인빅투스 ⑪영원자메이카 ⑥대호질주 ⑩영천히어로
 ㉹33조 권승주  ㉹5조 유병복          

4 정동철 7 ⑨선더베가스 ⑨글로벌히어로⑩제주의별 ③영광의세이브 ④천년의약속 ⑨후세제왕 ②파이트매직
㉹9조 양귀선 ㉹12조 조용배 ㉹14조 윤영귀     ㉹26조 방동석      

6 송경윤 8 ②갑오투데이 ⑤부산시티 ⑧워리어클래스⑨영웅일기 ⑫댄싱블레이즈⑥빅픽처 ⑦퍼펙트신화 ③쿠바의열정
  ㉹19조 김영관 ㉹13조 강병은 ㉹22조 강은석 ㉹32조 임동창 ㉹13조 강병은 ㉹19조 김영관   ㉹10조 김남중   

8 유현명 7 ①판타스틱위너 ①톱스카이 ④컬린타임 ⑨비욘드 ⑧울산장군 ⑪영광의치얼스⑤선더레인
 ㉹4조 임금만  ㉹19조 김영관  ㉹21조 민장기 ㉹21조 민장기 ㉹16조 김재섭  ㉹24조 김길중    

9 박재이 6 ①새터데이퀸 ②천년의희망 ①바벨히트 ⑫럭키투게더 ⑤카린 ⑨미스퍼펙트
㉹23조 손병직   ㉹4조 임금만    ㉹18조 이정표  ㉹21조 민장기    

10 이효식 6 ③마스터킹 ⑫퀸업 ②블랙이글윙 ①난산여제 ②리슨투미 ②통일한국
  ㉹22조 강은석 ㉹13조 강병은 ㉹27조 이상영  ㉹20조 최기홍    ㉹15조 안우성   

14 채상현 8 ⑤대교 ⑥드래곤천하 ⑥자이언츠하트⑥블랙실드 ③트래픽마린 ⑦레이싱갤러퍼⑤티즈조이풀 ⑥백두봉
㉹3조 오문식 ㉹31조 라이스  ㉹30조 울즐리 ㉹10조 김남중 ㉹11조 김보경 ㉹23조 손병직 ㉹3조 오문식  ㉹23조 손병직    

15 정도윤 9 ⑧초동진주 ④퓨처챔피언 ④신흥불패 ④머제스틱글로⑥아마존여걸 ③탐라하늘 ③투투페어리 ⑧시티위너 ⑨글리터
㉹24조 김길중  ㉹16조 김재섭 ㉹12조 조용배 ㉹6조 구영준 ㉹19조 김영관 ㉹18조 이정표 ㉹2조 강형곤 ㉹20조 최기홍  ㉹19조 김영관   

16 김동영 2 ⑪스프링왈츠 ⑥대왕봉
㉹3조 오문식      ㉹18조 이정표       

17 김태경 2 ②슈퍼갤럭시 ⑩피스투어
㉹12조 조용배             

18 김어수 9 ⑦배다리대어 ③전설의파이트 ⑨슈퍼스틸 ⑪하루가키누 ⑧레몬아이 ⑦우승지킴이 ⑨더팩트 ④재도약의반석⑦모닝코리아
㉹12조 조용배 ㉹8조 토마스   ㉹17조 장세한 ㉹13조 강병은 ㉹27조 이상영 ㉹9조 양귀선 ㉹27조 이상영 ㉹5조 유병복 ㉹3조 오문식   

19 김도현 5 ③매직호스 ⑨빅터브라보 ①스위트얼루어 ⑩패스트어웨이 ①럭키코리아
㉹22조 강은석  ㉹5조 유병복  ㉹4조 임금만  ㉹10조 김남중   ㉹22조 강은석    

20 김명신 1 ⑤세기강자
          ㉹6조 구영준   

21 유광희 6 ①록하드스톤 ⑩새로운강호 ⑩벌마천하 ⑩스페셜킹이지 ⑦원찬스 ③월드러브
   ㉹12조 조용배 ㉹11조 김보경 ㉹24조 김길중    ㉹32조 임동창    

24 문중원 3 ⑩희망소녀 ⑩걸크러시 ②선레이저
㉹32조 임동창       ㉹16조 김재섭  ㉹18조 이정표    

27 조창욱 2 ③퀸오브더퀸 ②마법처럼
   ㉹22조 강은석          

30 이성재 8 ⑥톱퀸 ④톱베스트 ⑨마하스톰 ⑫펠라로프 ④샤이닝아이 ⑫원더풀메모리⑧반지의요정 ⑥선더플라이
   ㉹33조 권승주  ㉹8조 토마스  ㉹8조 토마스 ㉹3조 오문식  ㉹9조 양귀선   

31 서승운 11 ④매직스텔스 ⑤영성빅토리 ⑧부경미소 ⑦영원다이너모⑫스피드퓨리 ⑤슈퍼산타 ⑤반지의전설 ①내가새강자 ③로열티켓 ⑫영광의시대 ①아르카디아
㉹27조 이상영 ㉹20조 최기홍 ㉹20조 최기홍 ㉹1조 백광열 ㉹16조 김재섭 ㉹33조 권승주 ㉹30조 울즐리 ㉹17조 장세한 ㉹5조 유병복 ㉹8조 토마스 ㉹4조 임금만   

최은경 7 ⑥독립열강 ⑦어메이징타핏⑦위닝포스트 ⑪보니나라 ⑪타임투게더 ⑪순간의법칙 ④쭈욱
  ㉹11조 김보경  ㉹26조 방동석 ㉹6조 구영준 ㉹20조 최기홍 ㉹22조 강은석  ㉹5조 유병복 ㉹21조 민장기   

32 이희천 4 ⑧퓨처킹 ⑦천년의길 ②한빛태양 ①매직플라잉
 ㉹24조 김길중 ㉹24조 김길중    ㉹24조 김길중  ㉹16조 김재섭     

경주일자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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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시대 7 ②버닝스타 ⑤마크스타 ⑪원더풀아이 ⑤에코나일 ⑧예스페어 ④언제나승리 ⑧오섬킹이지
 ㉹15조 안우성  ㉹23조 손병직 ㉹9조 양귀선 ㉹21조 민장기     ㉹8조 토마스   

경주일자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