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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산도서 KIA 차영화 코치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옛 스타를 잊지 못한 노의사가 올해도 멀리

청산도에서따뜻한마음을전해왔다

이강안 원장(79완도 청산 푸른뫼중앙의원

사진)이 병상의차영화코치를잊지않았다 그

는지난 3일광주일보에실린차영화코치돕기

KIA 일일호프 기사를 보고 4일 100만원의 성

금을보내왔다

지난해 이 원장은 KIA의 일일호프 기사를

통해서차영화코치가낙상사고로병상에있다

는것을알게됐다 멋진플레이로기쁨을선물

해주던추억속 2루수의안타까운소식에마음

을 졸인 이 원장은 직접 광주일보에 전화를 걸

었다

그리고그는먼곳에서나마힘을실어주고싶

다며 100만원의성금을보내왔다 올해도그는

청산도에서차영화코치의쾌유를빌며성금을

보냈다

이 원장은 나에게좋은추억을선물해준고

마운 선수에게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 나눔

은 실천해야 행복한 것이다 멀리 있어서 직접

행사장은찾지못하지만이렇게사랑을실천하

고싶다고밝혔다

그에게 야구는 멋진 추억이자 삶의 일부다

해태타이거즈의야구를보면서일상의고단함

을잊기도했고 함께선수가되어마음으로그

라운드를 달리기도 했다 여전히 야구는 그에

게 삶의 한 부분이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야

구를 보면서 환호를 하기도하고 선수들과 함

께 탄식하기도 하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

그에게또다른삶의기쁨은 나눔이다 청산

도 작은 섬까지 찾아다니며 인술을 베풀고 있

는 그는 활발한 선행 활동으로 청산도 슈바이

처로통한다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는

그는지난여름에는자신의터전인청산면지편

찬을위해 400만원을기탁했다 얼마전에는어

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쌀 50포를 완도군

청에보내기도했다

이 원장은또다른선행도약속했다 내년시

즌 KIA의 홈런한개당만원을적립해차영화

코치를돕는데쓰겠다는계획이다

이 원장은 선수들에게동기도부여하고 좋

은일도하고싶어서홈런하나당만원을적립

할 생각이다 타이거즈 팬들도 기분 좋고 나도

더많은정성을보탤수있는시즌이되길바란

다고마음을전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3일(현지시간) 미국콜로라도주비버크릭스키장에서알파인스키남자월드컵활강에참가한미국소속스티븐나이만이빠른

속도로코스를내려오며연습하고있다 연합뉴스

김승혁(28)과 김효주(19롯데)가 4일 한국골프

기자단이 주는 2014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의

수상자로선정됐다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는 국내 25개 언론사로

구성된골프기자단이올해처음만든상이다 기자

단은 선수의 시즌 성적 기량 향상 자질 및 태도

선행등5개항목(각항목10점만점)을평가했다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2승

을 거두며 상금왕과 대상을 차지한 김승혁은 남

자선수중가장높은 1123점을받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5승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에서 우승한 김효주는 1140점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효주는 8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리는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김승혁은 17

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

리는 KPGA 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트로피를 받

는다 연합뉴스

골프황제타이거우즈(미국)가새로운스폰서인

히어로 모터코퍼레이션과의 후원 계약으로 1년에

최대 800만 달러(약 89억3000만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매체 ESPN은 인도 현지 언

론을 인용 우즈가 5년 동안 최소 600만 달러에서

최고 800만달러를받는조건으로히어로와계약했

다고 4일보도했다

4일 개막하는 이벤트 골프대회 월드챌린지의 타

이틀 스폰서인 히어로는 20132014 시즌에 600만

대가 넘는 모터사이클과 스쿠터를 판매한 인도의

대기업이다 이 기업은내년에는유럽 2016년에는

미국으로사업영역을확장할 계획이다 이때문에

히어로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우즈를 택한 것으

로알려졌다 연합뉴스

추억 속 야구영웅힘내세요

이강안청산푸른뫼중앙의원장

작년이어올해도성금전달해

내년엔 1홈런당 1만원적립도

김승혁김효주 올해의베스트플레이어

김승혁 김효주

언론사골프기자단선정

성적태도선행 등평가

역시 타이거우즈

인도업체와연 90억 후원계약

돌아온스키의계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