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기수별 성적현황
성 명 통산전적 최근1개월전적
(데뷔년도) (승률-복승률) (승률-복승률-순위상금)

권석원 678전(①38②38) 0전(①0②0③0)
(2013년) (5.6%/11.2%) (0.0% / 0.0% / 0백만원)
김귀배 4,531전(①325②325) 7전(①1②0③1)
(1979년) (7.2%/14.3%) (14.3% / 14.3% / 30백만원)
김덕현 405전(①52②41) 0전(①0②0③0)
(2017년) (12.8%/23.0%) (0.0% / 0.0% / 0백만원)
김동수 2,974전(①266②292) 21전(①3②0③4)
(2014년) (8.9%/18.8%) (14.3% / 14.3% / 98백만원)
김아현 473전(①15②33) 36전(①1②4③2)
(2020년) (3.2%/10.1%) (2.8% / 13.9% / 105백만원)
김옥성 8,480전(①544②651) 22전(①0②1③3)
(1987년) (6.4%/14.1%) (0.0% / 4.5% / 36백만원)
김용근 5,223전(①819②677) 27전(①9②2③2)
(2005년) (15.7%/28.6%) (33.3% / 40.7% / 361백만원)
김정준 2,891전(①177②222) 31전(①0②4③3)
(2010년) (6.1%/13.8%) (0.0% / 12.9% / 112백만원)
김태훈 1,063전(①61②79) 15전(①0②0③0)
(2013년) (5.7%/13.2%) (0.0% / 0.0% / 9백만원)
김태희 111전(①8②8) 16전(①2②0③1)
(2021년) (7.2%/14.4%) (12.5% / 12.5% / 39백만원)
김효정 1,244전(①60②68) 23전(①3②1③1)
(2017년) (4.8%/10.3%) (13.0% / 17.4% / 99백만원)
다비드 1,592전(①118②142) 24전(①2②2③2)
(2017년) (7.4%/16.3%) (8.3% / 16.7% / 108백만원)
먼로 1,075전(①116②141) 27전(①1②3③4)

(2019년) (10.8%/23.9%) (3.7% / 14.8% / 135백만원)
문성혁 887전(①74②70) 16전(①1②0③1)
(2018년) (8.3%/16.2%) (6.3% / 6.3% / 29백만원)
문세영 8,342전(①1,760②1,304) 18전(①5②0③1)
(2001년) (21.1%/36.7%) (27.8% / 27.8% / 206백만원)
문정균 6,468전(①444②536) 12전(①0②0③2)
(1998년) (6.9%/15.2%) (0.0% / 0.0% / 20백만원)
박병윤 2,631전(①160②195) 10전(①0②1③0)
(2008년) (6.1%/13.5%) (0.0% / 10.0% / 13백만원)
박상우 2,473전(①91②149) 9전(①0②1③0)
(2009년) (3.7%/9.7%) (0.0% / 11.1% / 9백만원)
박을운 3,809전(①438②430) 21전(①0②4③2)
(1998년) (11.5%/22.8%) (0.0% / 19.0% / 66백만원)
박태종 14,960전(①2,174②2,007) 33전(①3②6③1)
(1987년) (14.5%/27.9%) (9.1% / 27.3% / 245백만원)
박현우 1,894전(①117②113) 16전(①0②2③1)
(2012년) (6.2%/12.1%) (0.0% / 12.5% / 28백만원)
방춘식 4,940전(①371②376) 5전(①0②0③1)
(1990년) (7.5%/15.1%) (0.0% / 0.0% / 13백만원)
부민호 1,918전(①128②124) 10전(①1②0③2)
(2007년) (6.7%/13.1%) (10.0% / 10.0% / 39백만원)
빅투아르 1,723전(①180②187) 22전(①3②0③2)
(2017년) (10.4%/21.3%) (13.6% / 13.6% / 154백만원)
송재철 3,147전(①245②284) 46전(①2②6③4)
(2013년) (7.8%/16.8%) (4.3% / 17.4% / 226백만원)
신형철 7,265전(①757②798) 17전(①2②1③1)
(1988년) (10.4%/21.4%) (11.8% / 17.6% / 63백만원)
안토니오 1,953전(①275②250) 23전(①4②2③4)
(2017년) (14.1%/26.9%) (17.4% / 26.1% / 178백만원)
안효리 1,626전(①78②83) 0전(①0②0③0)
(2012년) (4.8%/9.9%) (0.0% / 0.0% / 0백만원)
유승완 4,757전(①417②371) 33전(①5②8③9)
(2007년) (8.8%/16.6%) (15.2% / 39.4% / 314백만원)
이동하 1,408전(①106②121) 0전(①0②0③0)
(2016년) (7.5%/16.1%) (0.0% / 0.0% / 0백만원)
이용호 920전(①55②64) 19전(①3②0③2)
(2015년) (6.0%/12.9%) (15.8% / 15.8% / 113백만원)
이철경 1,116전(①86②96) 0전(①0②0③0)
(2016년) (7.7%/16.3%) (0.0% / 0.0% / 0백만원)

성 명 통산전적 최근1개월전적
(데뷔년도) (승률-복승률) (승률-복승률-순위상금)

이혁 4,250전(①384②347) 29전(①4②4③2)
(2011년) (9.0%/17.2%) (13.8% / 27.6% / 208백만원)
이현종 1,583전(①187②157) 15전(①1②1③1)
(2015년) (11.8%/21.7%) (6.7% / 13.3% / 46백만원)
임기원 2,706전(①376②288) 20전(①1②4③4)
(2014년) (13.9%/24.5%) (5.0% / 25.0% / 114백만원)
임다빈 617전(①48②49) 37전(①3②4③1)
(2020년) (7.8%/15.7%) (8.1% / 18.9% / 166백만원)
장추열 3,457전(①339②359) 44전(①4②7③5)
(2010년) (9.8%/20.2%) (9.1% / 25.0% / 444백만원)
정정희 1,707전(①97②110) 37전(①3②3③0)
(2014년) (5.7%/12.1%) (8.1% / 16.2% / 153백만원)
조상범 1,618전(①68②127) 22전(①1②1③1)
(2014년) (4.2%/12.1%) (4.5% / 9.1% / 48백만원)
조한별 1,710전(①68②111) 37전(①4②2③3)
(2013년) (4.0%/10.5%) (10.8% / 16.2% / 165백만원)
지하주 3,486전(①264②278) 1전(①1②0③0)
(1995년) (7.6%/15.5%) (100.0% / 100.0% / 22백만원)
최범현 6,894전(①863②812) 13전(①1②2③1)
(2001년) (12.5%/24.3%) (7.7% / 23.1% / 98백만원)
하정훈 1,493전(①67②94) 13전(①3②1③1)
(2015년) (4.5%/10.8%) (23.1% / 30.8% / 90백만원)
함완식 6,137전(①774②797) 7전(①0②2③1)
(1998년) (12.6%/25.6%) (0.0% / 28.6% / 68백만원)
황종우 799전(①25②33) 0전(①0②0③0)
(2007년) (3.1%/7.3%) (0.0% / 0.0% / 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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