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本일본 日本 43勝33敗

韓国한국 일본 43승33패

결과 日本일본 韓国 34勝44敗

韓国한국 한국 34승44패

名前이름 大学대학교 名前이름 大学대학교 名前이름 大学대학교
西村修 神戸 申秉湜 河井正夫 大阪府立

니시무라 오사무 고베 ｼﾝ・ﾋﾞｮﾝｼｸ 가와이 마사오 오사카부립
脇元安 九州 金元泰 韓国外国語 西村修 神戸

와키모토 야수라 규슈 ｷﾑ・ｳｫﾝﾃ ﾊﾝｸﾞｸｳｪｸｺﾞ 니시무라 오사무 고베
太田匡彦 早稲田 李雄基 高麗 曽我部敏行 駒澤

오타 마사히코 와세다 ｲ・ｳﾝｷﾞ ｺﾘｮ 소가베 도시유키 고마자와
柏井大 立命館 郭雄求 崇実 松多洋一郎 東京

가시와이 마사루 리츠메간 ｸｧｸ・ｳﾝｸﾞ ｽﾝｼﾙ 마츠타 요이치로 도쿄
岩井理直 京都 安秉運 漢陽 脇元安 九州

이와이 미치오 교토 ｱﾝ・ﾋﾞｮﾝｳﾝ ﾊﾆｬﾝ 와키모토 야수라 규슈
小野拓馬 立命館 安成文 深美修一 東北
오노 다쿠마 리츠메간 ｱﾝ・ｿﾝﾑﾝ 후카미 슈이치 도호쿠
吉田晃 東京 朴章禹 弘益 松本渉 関西医

요시다 아키라 도쿄 ﾊﾟｸ・ｼﾞｬﾝｳ ﾎﾝｲｸ 마츠모토 와타루 간사이의
寺田浩 日本 權炳勳 全北 行松靖 神戸

데라다 히로시 니혼 ｸｫﾝ･ﾋﾞｮﾝﾌﾝ ﾁｮﾝﾌﾞｸ 유쿠마츠 야수시 고베
高橋晃一郎 大阪市立 蔡永奭 延世 片岸完次郎 明治

다카하시 고이치로 오사카시립 ﾁｪ･ﾖﾝｿｸ ﾖﾝｾ 가타기시 간지로 메지
村上深 中央 梁世模 高麗 柏井大 立命館

무라카미 후카시 주오 ﾔﾝ･ｾﾓ ｺﾘｮ 가시와이 마사루 리츠메간
江村棋弘 同志社 尹廣善 仁荷 村上深 中央
에무라 기코 도시샤 ﾕﾝ・ｸﾞｧﾝｿﾝ ｲﾅ 무라카미 후카시 주오

田口哲朗 大阪 金聖仁 明知 寺田浩 日本
다구치 데츠로 오사카 ｷﾑ･ｿﾝｲﾝ ﾐｮﾝﾁ 데라다 히로시 니혼

中園清三 法政 咸泳雨 世翰 江村棋弘 同志社
나카조노 세조 호세 ﾊﾑ・ﾖﾝｳ ｾﾊﾝ 에무라 기코 도시샤

木村直登 立命館 柳昇希 明知 西田康英 神戸
기무라 나오토 리츠메간 ﾘｭｳ･ｽﾝﾋ ﾐｮﾝﾁ 니시다 야수히데 고베

奥井清隆 関西 金達洙 中央 玉置節丸 一橋
오쿠이 기요타카 간사이 ｷﾑ･ﾀﾞﾙｽ ﾁｭﾝｱﾝ 다마키 도키마루 히토츠바시

曽我部敏行 駒澤 林春基 東国 湯浅英之 明治
소가베 도시유키 고마자와 ｲﾑ・ﾁｭﾝｷﾞ ﾄﾝｸｸ 유아사 히데유키 메지

奈倉洋 龍谷 安秉學 成均館 岩井理直 京都
나쿠라 히로시 류코쿠 ｱﾝ･ﾋﾞｮﾝﾊｸ ｿﾝｷｭﾝｶﾝ 이와이 미치오 교토

深美修一 東北 金泰延 高麗 徳弘晴彦 桃山学院
후카미 슈이치 도호쿠 ｷﾑ･ﾃﾖﾝ ｺﾘｮ 도쿠히로 하루히코 모모야마가쿠인

西田康英 神戸 金彩林 明知 奈倉洋 龍谷
니시다 야수히데 고베 ｷﾑ・ﾁｪﾘﾑ ﾐｮﾝﾁ 나쿠라 히로시 류코쿠

徳弘晴彦 桃山学院 曺君煥 高麗 木村直登 立命館
도쿠히로 하루히코 모모야마가쿠인 ﾁｮ･ｸﾇｧﾝ ｺﾘｮ 기무라 나오토 리츠메간

斉藤和行 大阪外国語 朴德洙 高麗 太田匡彦 早稲田
사이토 가주유키 오사카외국어 ﾊﾟｸ･ﾄｸｽ ｺﾘｮ 오타 마사히코 와세다

田中誠 大阪 金眞煥 延世 服部清彦 京都
다나카 마코토 오사카 ｷﾑ･ﾁﾇｧﾝ ﾖﾝｾ 핫토리 하루히코 교토

池田吉行 関西学院 金範俊 建国 坂本秀誠 岡山
이케다 요시유키 간세가쿠인 ｷﾑ･ﾎﾟﾑｼﾞｭﾝ ｺﾝｸｸ 사카모도 슈조 오카야마

西崎保彦 北海道 李成兼 明知 大和英喜 関西
니시자키 야수히코 홋카이도 ｲ・ｿﾝｷｮﾑ ﾐｮﾝﾁ 야마토 히데키 간사이

魚谷保 東北 徐載政 高麗 池田吉行 関西学院
우오타니 다모츠 도호쿠 ｿ･ｾﾞｼﾞｮﾝ ｺﾘｮ 이케다 요시유키 간세가쿠인

阪本清士 関西学院 張忍知 世翰 西崎保彦 北海道

사카모토 기요시 간세가쿠인 ﾁｬﾝ・ｲﾝﾁ ｾﾊﾝ 니시자키 야수히코 홋카이도
向井寛行 京都 張慧姸 明知 魚谷保 東北

무카이 히로유키 교토 ﾁｬﾝ･ﾍﾖﾝ ﾐｮﾝﾁ 우오타니 다모츠 도호쿠
山根晃 大阪府立 崔琮祐 高麗 忽那学 防衛

야마네 아키라 오사카부립 ﾁｪ･ｼﾞｮﾝｳ ｺﾘｮ 구츠나 마나부 사관학교
坂本秀誠 岡山 李相衍 漢城 斉藤和行 大阪外国語

사카모도 슈조 오카야마 ｲ･ｻﾝﾖﾝ ﾊﾝｿﾝ 사이토 가주유키 오사카외국어
左合比登史 東洋 金鐘範 延世 田中誠 大阪
사고 히토시 도요 ｷﾑ･ｼﾞｮﾝﾎﾞﾑ ﾖﾝｾ 다나카 마코토 오사카

中尾栄一 大阪工業 李度坰 延世 榎本弘幸 中央
나카오 에이치 오사카공업 ｲ･ﾄﾞｷｮﾝ ﾖﾝｾ 에노마토 히로유키 주오

澤田純子 山口女子 宋貞淑 忠南 徳弘広美 京都女子
사와다 쥰코 야마구치여 ｿﾝ･ｼﾞｮﾝｽｸ ﾁｭﾝﾅﾑ 도쿠히로 히로미 교토여

怱那学 防衛 鄭守眞 忠南 中尾栄一 大阪工業
구츠나 마나부 사관학교 ﾁｮﾝ･ｽｼﾞﾝ ﾁｭﾝﾅﾑ 나카오 에이치 오사카공업

徳弘広美 京都女子 高貞男 漢陽女子 澤田純子 山口女子
도쿠히로 히로미 교토여 ｺ・ｼﾞｮﾝﾅﾑ ﾊﾆｬﾝｼﾞｮｼ 사와다 쥰코 야마구치여

松井茂樹 滋賀 申吉洙 韓国放送通信 児島総枝 東京女子
마츠이 시게키 시가 ｼﾝ･ｷﾙｽ ﾊﾝｸｸﾊﾟﾝｿﾝﾄﾝｼﾝ 고지마 후사에 도쿄여

服部能子 京都外国語 朴愛英 梨花女子 大崎可織 京都
핫토리 요시코 교토외국어 ﾊﾟｸ・ｴﾖﾝ ｲﾌｧｼﾞｮｼ 오사키 가오리 교토

大崎可織 京都 金香禧 東義科学 松井茂樹 滋賀
오사키 가오리 교토 ｷﾑ・ﾋｬﾝﾋ ﾄｳｷﾞｸｧﾊｸ 마츠이 시게키 시가

児島総枝 東京女子 李賢美 忠南 服部能子 京都外国語
고지마 후사에 도쿄여 ｲ･ﾋｮﾝﾐ ﾁｭﾝﾅﾑ 핫토리 요시코 교토외국어

赤字は女性
빨간 색은 여자

2015年3月7日
於：ｱﾙﾌﾟｽ江坂囲碁ｾﾝﾀｰ

2015년3월7일
장소:알프스에사카바둑센터

第12回日韓大学OBOG交流戦成績
제12회 한일대학OB・OG바둑교류전성적

  19勝19敗

 19승19패
  24勝14敗

 14승24패

結果
1回戦
1회전

2回戦
2회전

No
日本일본(1回戦1회전) 韓国 日本일본(2回戦2회전)

1 ○ ○ｿｳﾙ

勝敗
승패

勝敗
승패

2 ○ ○

3 ○ ○

4 ○ ○

5 ○ ○

6 ○ ○

7 ○ ○

ｿｳﾙ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18 ○ ○

19 ○ ○

28 ○ ○

29 ○ ○

26 ○ ○

27 ○ ○

30 ○ ○

31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