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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빙상에서 광주

윤좌헌(광주시장애인체육회)과 전남 유승협(순천

왕의중)이금메달 1개씩을추가하며나흘간의열전

을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는 총 34명의 선수단을 파견

해 빙상에서 금 2은 3동 2개 등 메달 7개를 획득

하며 종합득점 2280점으로 13위를차지했다

전남은 금 2은 2동 1개로 메달에서는 광주에

뒤졌지만단체전에서선전 종합득점 5575점으로 8

위에올랐다이는지난해보다 3계단상승한것으로

역대최고성적이며 첫한자리수순위진입이다

광주는 윤좌헌이 빙상 1000m와 1500m IDD(지

적장애)에서 우승 2관왕에 올랐다 김진영(문정여

고 1년)은여자부 500m와 1000m IDD에서각각은

메달을 획득했다 이정수(용두초 2년)는 1000m

OPEN편측(절단 및 기타장애)에서 은메달을 500

m OPEN편측에서 동메달을 각각 수확했다 박지

연(문정여고 2년)은 500m IDD에서동메달을땄다

윤좌헌을지도한손재홍광주시장애인체육회빙

상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우수지도자로 선정돼 상

패와상금을받았다

전남은 500m IDD 청년부에서금메달을딴유승

협이 1000m IDD에서도 1분40초72로가장먼저결

승점을통과해 2관왕에올랐다

박현호는 500m OPEN편측에서은메달을 1000

m OPEN편측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주진오(영

암 소림학교)는 1500m DB(청각장애)에서 은메달

을획득했다

전남은단체종목인휠체어컬링에서메달획득에

는실패했지만 3181점을따내종합순위 8위에랭크

됐다

고병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

인전용경기장하나없는불모지에서선수들이기

량향상을위해열심히훈련했다며 체계적인훈

련시스템을 갖춰 10월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좋

은 성적으로 지역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은 이번 대

회 알파인스키 남자 알파인 회전 스탠딩과 대회전

스탠딩에서 1위로골인 금메달 2개를목에걸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윤좌헌이지난 11일 서울 동천빙상경기장에서열린빙상남자 1000m IDD 결승에서 1분46초33으로 결승점을통과 우승했다 윤좌헌은

1500m IDD에서도정상에올라2관왕을차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제공

인천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성연 등

광주지역체육인 5명이대한체육상을수상한다

광주시체육회(상임부회장 유재신)는 12일 지

난해각종국내외대회에서우수한성적으로국

위를선양하고체육발전에공헌한광주지역체육

유공자 5명이 제6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자로선정됐다고밝혔다

수상자는 정평열 광주대 축구 감독 윤현필 명

진고 소프트볼 코치 류공선 광주시체육회 스쿼

시지도자 유도의김성연선수 스쿼시의박은옥

선수 등이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올림피아홀에서열린다

정평열감독은광주대축구부를지난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권역별 U리그 무패 우

승제95회제주전국체전 3위로이끌었다

윤현필 코치는 명진고 소프트볼부를 이끌며

지난해전대회석권제주전국체전우승의금자

탑을세웠다 류공선지도자는지난해제주전국

체전에서 광주 스쿼시팀의 은메달 획득에 공헌

했다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은 제17회 인천아시

안게임 유도에서 금 1은 1개를 획득하고 제주

전국체전에서도정상에올랐다박은옥(광주시체

육회)은 스쿼시에서 인천아시안게임 동메달 제

주전국체전에서은메달을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빛낸체육인 5명 대한체육상 수상

류공선 김성연 박은옥윤현필정평열

장애인동계체전전남역대최고 8위 기록

12일폐막광주 13위광주윤좌헌전남유승협 2관왕

전남도체육회(상임부회장 김철신)는 지난 11일 201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강찬우(세한대 3년) 등 체육 장학생

69명(초 29 중 22 고 14 대학생 4명)에게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장학금3350만원을전달했다

전남도체육회는지난 4년간총292명에게 1억4480만원의장학금을지급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전남도체육회장학금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