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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윤(첨단고)이 볼링협회장배 전국

대회에서 금빛스트라이크를작렬했다

백종윤은 지난 1일 전북 전주 미성볼

링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볼링협

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남고부 개인전에

서합계 1370점(평균 2283점)을획득 금

메달을목에걸었다

백종윤은첫게임에서 215점을시작으

로 191점 243점 213점 242점 266점 등

경기가진행될수록실력을발휘해 6게임

합계 1332점을 얻어 1332점(평균 222점)

의 이원석(전남조리과학고)을 38점차로

제치고우승했다

그는 개인종합에서도 합계 2572점(개

인전 1370점 2인조전 1202점)으로 은메

달을추가했다

여고부에서는 문정여고 이다원전정

원이2인조전에서합계2390점(평균 199

2점)을얻어은메달을목에걸었다 이다

원은개인종합에서동메달을추가했다

2인조전에서 2381점을 획득한 정노

을장하은(고흥산업과학고)은 동메달에

만족했다

한진아(전남조리과학고)는 개인종합

(개인전 1168점 2인조전 1233점 3인조

전 614점)에서 합계 2926점(평균 1951

점)을 획득 이다원을 따돌리고 은메달

을거머쥐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종윤 볼링 전국대회서 금빛 스트라이크

오는 6일 영암 F1경주장 상설 경기장

에서 전남도가 주최하고 대한모터사이

클연맹(KMF)이 주관하는 전남도지사

배 모터사이클 오프로드 챔피언십대회

가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1개 팀

210명의 선수가 참가해 흙먼지 속에서

박력넘치는고공점프와코너링 스릴넘

치고화려한볼거리를선보일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F1상설 경기장 내 12

순환코스를 돌면서 주행 시간과 점프실

력을뽐내는 모터크로스와경주장인근

야산 늪지대 갈대밭 등 10를 달리는

엔듀로로구분된다

또국내모터스포츠대회중다소생소

한ATV(4륜모터사이클)도동시에개최

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 바이크 시범경

기 경품추첨등이진행된다

전남도는 F1경주장을 다양하게 활용

하기위해그동안소외됐던자동차및모

터사이클 오프로드 경기장을 설치했으

며자동차오프로드대회는 2회 100여대

가 참여했고 모터사이클 경기는 이번에

처음으로열린다

대회 주관사인 대한모터사이클 연맹

은 참가 선수와 관계자 편의를 위해 F1

경주장 오토캠핑장 100면을 이용하기로

했다 F1상설경기장에서개최되는대회

관람은 무료고 모터크로스는 C스탠드

엔듀로및 ATV는M스탠드에서관람할

수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남고부개인전금메달획득

여고부한진아개인종합은

영암서 6일 모터사이클오프로드대회

전남도지사배무료 입장

2개 부문 31개팀 210명 참가

KIA의 7월승률 기동력이답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에서는 200도루

얘기가 나왔다도루왕 출신의 이대형을

영입하면서리그에서내로라하는빠른발

김주찬신종길이대형이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데다 대학리그를 점령한 빠른 발

신인강한울까지더해지면서스피드가눈

에띄는전력이됐기때문이다

하지만 올 시즌 페이스를 보면 200도루

는 불가능한 일이 됐다 2일 현재 KIA의

팀 도루는 70개 가장많은도루를기록한

삼성(88개) NC(78개) 두산(71개)에 이어

전체 4위다

KIA의 경기당 도루는 099개 수준 수

치상으로 계산한다면 올 시즌 KIA의 도

루는 130개정도에서그칠전망이다 월별

페이스도점점떨어지고있다 4월 22경기

에서 25개의 도루를기록했던 KIA는 5월

24경기에서 24개의 도루를 성공시켰다 6

월 22경기에서는 21개의도루를더했다

김주찬이대형신종길의 스피드 조합

이 잘 가동되면서 상대의 넋을 빼놓기도

했지만최근에는특유의신바람주루가보

이지않고있다

11개의 도루를기록했던신종길이우측

어깨통증으로엔트리가말소됐고김주찬

은 발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비도 쉬

어가고있는중이다

이대형의질주에는실패가많다이대형

은 14개의 도루를 기록한 김주찬에 이어

13차례베이스를훔치는데성공하면서팀

내 도루 2위 그러나 도루 실패로 돌아선

경우도 12차례에이른다

신인강한울은아직스피드를발휘하기

에는경험부족이눈에띈다

기동력의한축을차지했던김선빈은햄

스트링부상으로오래자리를비우고있는

상태 그나마 안치홍이 발빠른 질주로 11

개의 도루를 작성했지만 무릎과 발목이

좋지않아서뛰는데부담을느끼고있다

공격에서기동력의이점을제대로활용

하지못하고있는반면수비에서는오히려

상대의 기동력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외야의 약한 어깨와 내야의 중계 플레이

미숙등으로내주지않아도될베이스까지

내주는모습이다

42연전강행군으로피로가쌓인선수들

다행히 휴식기와 비의 영향으로 느긋한 7

월을맞게됐다잘뛰고잘막는 기동력

의싸움이필요하다 김여울기자wool@

KIA 광속 주루 어디로갔나

주행시간과점프실력을겨루는모터크로스경기모습 <자료사진KMF 제공>

팀도루 70개경기당 099개로 4위

이대형김주찬신종길등기대못미쳐

노박조코비치(세르비아)가 3일영국런던에서열린 2014 윔블던테니스대회남자단식 8강전

에서마린실리치(크로아티아)에게리턴샷을날리고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회심의리턴샷

<첨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