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슈퍼스타 서든어택

PC방 예선 라이플 부문
(08월 17일 ~ 08월 18일)

8/17(토) 8/18(일)

A, B조 9:30 9:30

C, D조 11:30 11:30

E, F조 13:30 13:30

G, H조 15:30 15:30

I, J조 17:30

대회 전용 서버 1

조 구분
대회 현장 입장 및 본인 확인



8/17(토)

Godvermore 김통닭 Verliebttraum 오인섭

울름 fear'Joro-_- 횸이 SC1..이정한·

MiraGe_수혁 혜꾸이。 RedVeIvet Lef.Yashin

민정이당 hundo.all 낭푸 대호치킨

8/18(일)

SC3..나실인 BJ노래하는그 《갓원이》 봄이왓어

욱민 닥치고참이슬 Gu`wnfl♡ 화서역펜타

@이예빈 김기철 CS 박보영

인천듀오걸 연애ost 막총.as never.com

A조



8/17(토)

SC2..김지훈 혀영아 이쁨민: 사과티

holdem 종수박바 *ŊaΒe_미르☆ 더엔젤태싯†

하녕이에녀~ SC3..김형석 sliceshot Aphroditeless

우차니 류심리 heliparty 개미

8/18(일)

SC1..문학준 skflbp★ 도플라밍고발 LEGEND.rM

bx.Jelly ★클원모집★ kimsephcrew ivy

칼폭마스터 kaiser`Juno Chanwoo.ec Hyeon+_+

레츠비국 전동석 @filter

B조



8/17(토)

SC4..남승현 gaνyy AFL...바니걸 Indigo

SC2..박진상 방가 bz.scpth 마벨간판주여이^

SC2..백현 B바닥 흑풍wc シ！

◐Draaneel◑ 오술빈 쏘고놀란연주 엄청못함봐줘요

8/18(일)

UlsaN_가시 ⑦♡⑦。라임♡™ 로이드라인 미카엘(†.천사)

어센틱낙타 피츄 규태베리 달'mz

천사박상준 OL.Hojae Ryung:D 펠샤음수

하악하악 러블리예은 やめたい 팅앙

C조



8/17(토)

SC2..박성민 부끄러 -surf'태양 혈서.S

프로미스리브 술한잔해용♡ 솔부엉이 관종운명

수연이총핵총 멘토르푸딩 39℃ Chivalry♡

wcrz 종학이애오 Katakurl`pL 우리에프코크♬

8/18(일)

태현언니 ghk 쯔위 paichai대학교

Bada.Ay 숏퍠앙 용현.HY 혼전순결시미켄

NickeI 안꿀_ㅁ 뺨땨구맞고싶누? 구현

OnlyJun 흉골 번개월블리 원종미

D조



8/17(토)

동수닝 현정우 피러가안아줘 Thor`rN

AFC2..규연쁨 ColdBoy 리센트경빈젤리 jeII

웹디자이너 張裕瓚 one point 레이븐악동복귀

元碩！ 장문뵥 패권장악 1rhapsody

8/18(일)

로리 댄싱 청마 하이유암내♡ 죠슬꽈세용

유우현 겟오락* 플라이토 알케이투스텝

쿠요니 윤주환 원티드명근 (ㅡ.ㅡ)(-.-)

파안 Nanohana`iz 『Ｓ』Master. 대전美친개

E조



8/17(토)

scpth 상협센세 탄산수온천 울산주호민

Mihoqyeoubi 페블범 우스 이민제사랑해

채원실장님 옥준티 화서역달님 진순이♡

촉각. 인페뭉 셉존소녀주희 군주

8/18(일)

선진오빠 귤이에오 쉴드+ 세민띠!

화목한생각♡ bebe`un 꼉배 꽁꽁캠방우니

맛본앵 후니둥잉 One_Attack 밀빙이

Terran。쏘르♪ 원포융 스타일순호 손예원

F조



8/17(토)

SC1..한홍진 #리듬재키 김마녀 uglycat

luckybomb- 퍼플피스 설레쥐 Gu`Reallife

꿀보라 Jinwoo^^ Kyo♥`＜#Relive＞ #독도함

박소정 roze 서월물소

8/18(일)

피아진돗개 white☆Cesco Smurf, ♡금화핸콕♡

Nivea.Ay 베ez Ravi。 챠밍쪼우럭

『gray』 isabel♡ 권잭끼부림♥ 808

뽀힝뽀힝 SC4..최민준

G조



8/17(토)

신사함석원 cisker. 정신나간돼지 르비샷발

하리, 박정우 김희철 발달

어린이욱이

8/18(일)

배존뇽냥♡ 세리니티 Joripong.cM 예마스

베킬 종호쓰 weiblicher 샤드생각

Doflamingoex 은하세젤예 OutPlay 리그。Lus！

스,팸 picavt

H조



8/17(토)

8/18(일)

귀엽또이.rM 떵ㅁr려 씨드 이헌

라텐시동욱♡ 연하트 싸이버거 월넛

테겐 Hit -Ballantine-인혁 SC2..김민녕

김현진^^* 감각라플

경기 없음

I조



8/17(토)

8/18(일)

Odor'Banana JohnWickChapter3 '@.bs eternalcorN♡

에스프레소 LookPin 재영¿ 승범잉

魄 신세계밤톨이

경기 없음

J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