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노프로와훈남들 SAKUSAKU(방이) Team. BR D&Bdart(부천) 금강산 리치카페(경기 성남) 니트로 A팀 빈티지1987(중랑)

NOX 타코락007(부산 해운대구) TeamThor THOR (신촌) 카르멘 카르멘(부산서면) 프리스타일1 프리스타일(안산)

루트7 루트7(의왕) 샤크A J-bucks(울산) J-CREW JJ포켓클럽(전주) B2star 다트프린스(홍대점)

플래이다트 FELIX(경남 김해) (맨햇) Marry Me 맨하탄(안산) 니트로 바락맥주창고(중랑) 라오A 라오바(수원)

Gaon1440 김반장비어(강동) 블루라벨 오렌지 다트프린스(신림점) Team.N9ne PDK스타디움(마포) 락큰롤 락큰롤(전주)

오징어외계인 R-스트릿(부평) 올리브 JHC올리브(경북 포항) HaRleM.B 할렘펍(일산탄현) [F.D.C] 일현이네 만선호프포차(부천)

권타투와 아이들 씨엘로(부산금정) 김정도와 아이들 K100(제주) Team.Bunker A 벙커501(인천연수) 오키도키 오케이텔레콤(은평)

아이벗치킨2팀 아이벗치킨(김포) 더 활 루카스(부산) 맨하탄 맨하탄(익산) WoodPecker822F 다트프린스(강남역)

스네글 A 스네글비어(안산) 스윙 스윙펍(신림) Red Ghost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온현성과 아이들 셀프병맥(계산역)

TEAM JACK'S JACK'S(아주대) 유니온 펍 다트맥스(부산 금정) 원피스사신 원피스(경기 구리) 81dart A팀 다트프린스(이태원점)

제이크루 JJ포켓클럽(전주) 에볼루션1팀 다트프린스(이천점) UMB UMB(군산) 불로장생 바코드(성남)

Team Genie 쏘울펍(인천) 지리산 J.bro(경기 성남) 클루맥스 보드카페클루(응암) 버닝독 1팀 버닝독(강북)

D.Attack 라운지CoCo(거제) 봉식이네 1팀 봉식이네 술집(서대문) B-MASTAZ B+(의정부) 헐리우드 헐리우드(노원)

Team Crazy A 크레이지 케이(의정부) F.D.C 음주가무(부천) 다트깡패 디오(목포) 골드라벨 오렌지 다트프린스(신림점)

DartsMax 펍 다트맥스(부산 금정) 재근이와어른들 올인바(거제) TEAM SOUL 2 다트프린스(일산) D crush 셀프편의점포차(수원)

앱솔술쟁이들 앱솔루트GT(전주) RICKY 리키바(익산) Bull Party The Party Bar(강서) Team Slam Dart 아이스박스(인천중구)

HaRleM.A 할렘펍(일산탄현) 라오 B 라오바(수원) 팀 던Bull Trash 9dartslounge(강북) SUPER-D 엑스필슈퍼스윙(분당)

바다건너 숑숑 Shot(제주) 홍대다트프린스 다트프린스(홍대점) THE FINISH 프랜드빌리어즈(안성) 씨피엘 씨피엘(천호)

S.M.C(모란매그넘) 매그넘(모란점) TEAM_ReDiN Red in(당산) 대구한의대학교 그루그루(대구) 팀 던Bull Victoria 9dartslounge(강북)

S.S.S 스포츠스테이션(수원점) S.D.A Ren(성남) A.K.A 지니어스(경기 구리) (맨햇) 헤어져 맨하탄(안산)

한라산 J.bro(경기 성남) Team-H 맥주트럭(인천 계양) 한울 FELIX(경남 김해) 9mark-A 신정동맥주창고

LOG G 더맥(의정부) 대전다트팀 럭키스트라이크(괴정) 니트로 B팀 빈티지1987(중랑) 에스탑레드팀 별똥비어(신림)

s-won S-WON(안양) 81dart B팀 다트프린스(이태원점) Genie 맥주트럭(인천 계양) 하쿠나마타타 A팀 인하쿠나마타타(군산)

디아트 우주비어(은평) WTP(밤그대) 밤그대(은평) 트웰브 트웰브(울산) D-art 다트프린스(수원역점)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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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피닉스다트 하반기공식리그 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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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전 1

5조 6조 7조 8조

디비전 2



팀 던Bull in 의정부 9dartslounge(의정부) 비상 1팀 DarkBlack(일산동구) TEAM SOUL 80BEERRA(파주금릉점) 어썸 Awesome(군산)

하울링A 다트프린스(범계점) B.T.D 후크(조대점) 꽃돌이패 레전드스크린야구존(목포) 몬스터911 A팀 게임몬스터(논산)

팀 던Bull 선수입장 선수입장(공릉) 켈베로스 1팀 리커버거(인천연수) 스포비어 스포비어(대치) 힐존패밀리 힐존오락실(광주)

프리스타일2 프리스타일(안산) BENU 2 다트프린스(신림점) 만꼽 만선호프포차(부천) 블루밍던불연합 블루밍(강북)

VITUS 맥주마켓(강서) 징코 아카데미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Team Crazy B 크레이지 케이(의정부) 수 J.A.K K100(제주)

D.C.T 정용 D.C.T(수원성대) 스네글이야이야이야!!!! 스네글비어(안산) Black toe 엔젤스(신도림) Bullet 다트프린스(구디점)

팀 던Bull 9dartslounge(강북) 샤크B J-bucks(울산) 논다(Non-Da) 매드맥스(인천논현) SP-ZERO 2팀 크라켄(구리)

백두산 J.bro(성남점) 드래곤 드래곤바(수유)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울산남구) 올에이스 오비어(부산북구)

SPUNKY 스펀키(강서) Bull-100 다트프린스(신림점) DNA-올드보이 49라운지(시흥) [D.T]위너2팀 월드비어(강남)

니오2팀 니오(홍대) 천공&다트홀릭 메일라드(충남 천안) 스네글 세컨드 스네글비어(안산) 맥주창고힐링 맥주창고힐링(용인)

[D.T]ZERO 다트프린스(홍대점) D.C.T 차군 D.C.T(수원성대) HighFive 미스터 뚱(경기 이천) 왼쪽날개 엔젤스(신도림)

Big Bulls 해리비어하우스(수원) Nerv 다트프린스(대학로점) martin 마틴(대전) (맨햇) 밤에피는 장미 맨하탄(안산)

SP-ZERO 1팀 맥주콜(오리점) BENU 다트프린스(신림점) 잘못된만남 건스앤로즈(인천구월) TEAM SOUL1 80BEERRA(파주금릉점)

I SEE BULL - THE ONE TIC(성신여대) NITRO-PLAYGround 흑팔(성남) 월드비어 월드비어(강남) 스나이퍼 셀프병맥2(동암역)

에볼루션2 다트프린스(이천점) 비상 2팀 DarkBlack(일산동구) 벙커 B 벙커501(인천연수) 설악산 아지트(목동)

이런 루카스 루카스(부산) 원피스 잇챠잇챠 원피스(구리) LoL 호치킨(동대문) 별똥블루팀 별똥비어(신림)

라오 C 라오바(수원) Team Wild 올포차(의정부시내점) 신의 캠프파파(은평) 상열이 여친없어!! 갤러리 당구클럽(서울 금천)

천공&H.P THE놀자(충남 천안) FAKE(리치카페) 리치카페(경기 성남) 따오 따오(김포) 허밍버드 TLC(군산)

ho 호바(광진) 얼로닉 얼로닉(부산수영) 고양메리호 해적바(신림) [D.T]NO.1 월드비어(강남)

매드불 매드밤(광진) 오른쪽날개 엔젤스(신도림) 드렁캔다트 드렁캔(논현점) B.some 썸녀 썸남썸녀(경기 파주)

옐로우씨 옐로우씨(전북 군산) 히어로즈 쉐도우(춘천) 다트홀릭 JHC올리브(경북 포항) LOG L 더맥(의정부)

B.some 썸남 썸남썸녀(경기 파주) 니오 1팀 니오(홍대) Woodpecker822 S 다트프린스(구디점) [B-2]"내마음속의 저장" 다트프린스(홍대점)

H-Shot(훅샷) 후크(조대점) 켈베로스2팀 호수꼬치(만수) 몬스터911 B팀 게임몬스터(논산) 성지순례 타봉(광주)

harry TEAM A 해리비어하우스(수원) Unknown 다트프린스(부천중동) 켈베로스3팀 호수꼬치(만수) BullGari 별별노가리(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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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벗치킨1팀 아이벗치킨(김포) 혼구녕 고릴라Pub(노원) 다트핑거 비어펍(구로) AGIT_BG 아지트(범계)

9Mark b팀 신정동맥주창고 dot 도트1983(송파) Team 1.4 디에테르(공릉) Well&Good 다트프린스(구디점)

볼트 비에비뉴(송파) 버닝독 2팀 버닝독(강북) Yolo B Team 92욜로(광진) [A.D.F] 라이드뎀카우보이(발산)

V.skull 비전노래연습장(파주) [D&B] Bull 편한 사람들 D&Bdart(부천) 혼 맥주벙커(광주) JJAY45 JJAY45(동대문)

T.T.S(Team-TripleShot) 전주대학교 스트라이크 야구지존(강남) COX 콕스(의정부) 베이비기네스 송파 베이비기네스(송파)

봉식이네 2팀 봉식이네 술집(서대문) 원피스 사신C 원피스(경기 구리) D.D 다트프린스(대학로점) Yolo A Team 92욜로(광진)

TEAM PICK UP! 픽업(성남) 하쿠나마타타 B팀 인하쿠나마타타(군산) 예스연합의원 올포차(의정부시내점) P.apº 맥주세일(양지)

저런 루카스 루카스(부산) 칠갑산 J.bro(경기 성남) Apocalypse 아지트(동국대점) 윌리웡카 바윌리웡카(광진)

DNA-영보이 49라운지(시흥) 조이다트 조이플렉스(광주) 연남오락실 연남오락실(서대문) 레드인블루스 ☆A팀☆ Red in(당산)

경성대 아카데미 다트프린스(부산서면점) 빠벤저스 BAR PRO(신촌) [D&B] Bull나방 D&Bdart(부천) Team D&G 땡불초닭발(공릉)

하울링B 다트프린스(범계점) MAXX Crew 신정동맥주창고 C.Five JHC올리브(경북 포항) 청담스타일 청담동크림비어(서초)

Winkers 해리비어하우스(수원) 맥주아울렛 맥주아울렛(의정부) 버닝독 3팀 버닝독(강북)

맥주삽 맥주삽(한남)

그루그루 그루그루(대구)

고릴라 고릴라PUB(의정부)

A'tti 다트프린스(단국대점)

음가 음주가무(수지)

3조 4조

디비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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