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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 볼링선수단

(단장 김선호교수)이 최근 제주도 서귀포

우리볼링센터에서 열린 제 34회 대한체

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에출전

해 개인전과 2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

다

남자 대학부 개인전에출전한스포츠레

저학과2년이현기는평균248점을기록하

며금메달을획득했고 2인조경기에출전

한 이진수(4년)주원영(1년)도 금메달을

땄다

볼링선수단 지도교수인 스포츠레저학

과 김선호 교수는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기량이크게향상되는만큼꾸준한지도와

지원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

다 채희종기자chae@

남부대볼링전국대회금2 획득

2학년이현기개인전우승

이진수주원영단체전정상

전남도체육회 신임 집행부 임원들이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5500만원을

쾌척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이낙연 전남지사)

는 20일 전남지역 체육영재 발굴육성

을 위해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신임 부회장이사

8명이 5500만원의 기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회장을 맡은 김종욱 죽암건설

회장과한상원동아에스텍대표이사 양

진석해피니스CC 대표이사등부회장 3

명이각각 1000만원씩을기탁했다

또 윤보선 전남스키협회장(유림전기

대표이사)과 이영현동일합동관세사전

무 윤영철전남펜싱협회장(천보한양

레미콘 대표이사) 강형구 전남농구협

회장(이에스건설 대표이사) 김양훈 전

남육상경기연맹회장(대한수산 대표이

사) 등 이사 5명은각각 500만원씩을출

연했다

기금은 22일 오후 2시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

체육대회 전남선수단 결단식에서 이낙

연회장에게전달할예정이다

특히 한상원부회장과윤보선이사는

지난 2009년각각 1000만원씩을쾌척한

데이어두번째기탁이다

신임임원들의기금기탁으로인해현

재까지 조성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

기금은 14억5786만원에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체육회신임임원들 장학금쾌척

20일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첫선을보인휠체어댄스스포츠

콤비스탠다드클래스1 예선에서이재우장혜정커플이아름다운

연기를보여주고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장애인육상

의 간판전민재(37)가 대

회 2관왕에올랐다

전민재는 20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T36 결선에서 15초60 만에 가

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가토 유키

(일본)가 16초67로 2위 웡스제옌(홍콩)이

16초75로 3위를차지했다

전민재는 전날 여자 200m T36 결선에

서 31초59의기록으로금메달을목에걸며

국제종합대회에서처음으로정상에올랐

다

이날 100m 금메달로 전민재는 이번 대

회한국선수최초로 2관왕에오르는쾌거

도달성했다

다섯살때뇌염으로뇌성마비장애인이

된 전민재는 2003년 육상에 입문해 장애

인전국체전 9년연속 3관왕 2010년 광저

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은메달 2개 2012년

런던패럴림픽은메달 2개등화려한경력

을쌓아왔다

한국의 장혜정(여)이재우 커플은 휠체

어댄스스포츠최초의금메달주인공이됐

다

이날장혜정(여)이재우커플은콤비스

탠더드 클래스1에 출전해 금빛 연기를 선

보였다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 종합대회에 첫선을 보인 휠체어 댄

스스포츠최초의금메달이다

휠체어 댄스스포츠는 비장애인 파트너

가 있으면 콤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만

나오면듀오로분류한다

댄스종류에따라스탠더드와라틴으로

나뉘고 장애정도에따라클래스1과클래

스2로 나뉜다 클래스1의 장애 정도가 더

높다

비장애인댄서이재우와장애등급클래

스1을 부여받은 휠체어 댄서 장혜정으로

이뤄진커플은왈츠탱고 비엔나왈츠폭

스트롯 퀵스텝을 추는 스탠더드에 출전

해화려한몸짓으로 1위를장식했다

연합뉴스

전민재최고스프린터등극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T36 100200m 우승

광주시체육회(회장 윤장현광주시장)

가 20일 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서인천

아시안게임광주입상선수환영식을열

고선수들에게격려금을전달했다

광주 선수단은 인천아시안게임에 15

개 종목 19명의선수를파견해금메달 5

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를획득 우리

나라가 종합 2위를 사수하는데 큰 활약

을했다 광주시체육회는입상선수들에

게 금메달 300만원 은메달 200만원 동

메달 100만원씩을 포상금으로 지급했

다

윤장현 광주시체육회장은 인천아시

안게임을통해시민들에게큰기쁨과감

동을선사하고광주의 명예를드높여줘

감사하다며 다음주 전국체전과 내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발휘해광주를빛내주길

기대한다고격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아시안게임선수단환영식

<전북출신>

휠체어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