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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가 전국 춘계하키대회에서 우

승 2연패를달성했다

조선대 하키부는 지난달 2529일 경

남 김해에서 열린 2015 KBS배 전국 춘

계하키대회 남자대학부 경기에서 2승1

무를기록하며정상에올랐다 지난해우

승에이어대회 2연패다

조선대는 1차전에서 순천향대를 상대

로 53으로 승리를 거뒀고 강호 한국체

대와는 11로 비겼다 하지만 3차전에서

강원대를 맞아 71로 대승을 거둬 우승

컵을들어올렸다

2승1무로 한국체대와 동률을 이룬 조

선대는 골득실(+8점)에서도 비겼다 판

가름은다득점에서났다

조선대는 3차전에서 7골을몰아넣어 3

경기 총 13골을 넣어 10골을 기록한 한

국체대를 3골차로 제치고 우승트로피를

끌어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대 주장 김주현(4

년)이최우수선수로뽑혔다 공격수인김

주현은 빼어난 개인기와 빠른 공격으로

플레이를 주도하며 상대팀을 흔들어놓

았다

김종이감독은지도상을수상했다

김 감독은 올해 첫 시합을 잘해줘서

팀분위기가좋다며 7월실업연맹전과

9월전국체전에서도여세를몰아정상을

지키겠다고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선대하키 KBS배 전국춘계대회 2연패 달성

결승서강원대 71 대파

주장김주현MVP선정

광주전남의건아들이사격연맹회장

배전국대회에서한국신기록과함께금

빛총성을울렸다

광주 출신의 김종현(창원시청)은 지

난 31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5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대

회남자일반부 50m소총 3자세결선에

서한국신기록으로금메달을획득했다

4631점을 쏜 김종현은 지난해 5월

한화회장배에서 김현준(한국체대)이

작성한 4569점을 넘어서며 새로운 한

국기록을썼다

김종현은단체전을겸해열린개인전

본선에서도 1180점을 기록하며 정재승

(1167점)오경석(1161점)과 3508점을

합작 단체전금메달도목에걸었다

대회 첫날 50m 소총 복사 단체전 금

메달까지더해김종현은이번대회 3관

왕에올랐다

김종현은 지난 2012 런던 올림픽 남

자50m소총복사에서은메달을명중하

며 12년 만에 한국 대표팀에 소총 부문

메달을 안겨줬다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50m 소총 3자세 단체전 금

메달과개인전은메달을목에걸었다

함평 출신의 한국사격 맏형 장대규

(KB국민은행)와 순천 출신의 꽃미남

저격수 김준홍(KB국민은행)도 나란히

3관왕에올랐다

베테랑장대규는남자일반부 25m 스

탠다드권총에서 578점을 쏴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장대규는단체전에서도팀동료김준

홍(566점) 오창윤(565점)과 함께 합산

1709점으로 1위를차지했다 그는첫날

25m 센터파이어권총단체전금메달까

지합해 3관왕을차지했다

김준홍은 센터파이어 권총에서 개인

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모두 휩쓴데 이

어 25m 스탠다드 권총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1개를추가해 3관왕이됐다

한편 여자 일반부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는 장금영(청주시청)이 4572

점으로 우승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

인전 은메달리스트인 정미라(화성시

청)는 4463점을쏘며동메달을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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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총성탕탕탕 2015 KBS배전국춘계하키대회에서정상에오른조선대하키부선수들이우승기

를들고기뻐하고있다 조선대제공

광주의 김동일(60광주장애인볼링협

회)이 전국 시각장애인볼링대회에서 우

승했다

김동일은 지난 31일 광주시 광산구더

원볼링장에서열린 제6회광주시시각장

애인복지관장배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

회 남녀통합 약시부(B3)에서 831점을

획득 전북의 임선준(791점)김치훈(775

점)을따돌리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

남자부전맹부(B1)에서는김정훈(경기

550점)이 여자 약시부(B2)에서는 이윤경

(부산781점)이각각 1위를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서울경기 등 10개

시도에서 94명의 시각장애인볼링선수

와가족등 300여명이참가했다

이명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

장은 장애를 딛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시각볼링선수들

을통해많은용기를얻는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볼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선수들이꾸준히운동할수있는

환경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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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동일 전국 시각장애인볼링대회우승

10개 시도 94명 참가

남녀통합약시부금메달

왼쪽부터김종현(광주출신) 장대규(함평) 김준홍(순천) <광주일보자료사진>

광주김종현

함평장대규

순천김준홍

실업사격회장배나란히3관왕

김종현 4631점 한국신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