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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 오

후 2시 진도서 당

구의 진수 만끽하

세요

완도 출신 당

구 여신 차유람(29충남체육회)이 진

도에서열리는제54회전남체육대회이

벤트경기로 29일오후 2시진도명품관

에서당구묘기를선보인다

당구 묘기는 차유람의 포켓부문 트릭

샷(Trick shot) 시범 이충복(동양기

계)김행직(전남당구연맹) 하지영(전북

당구연맹)임애아(전남당구연맹)의 3쿠

션시범경기등총3파트로진행된다

얼짱당구스타차유람의묘기가관심

이다 차유람은 완도 출신으로 국내 여

자부랭킹 1위다 2013 인천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포켓 9볼과 10볼 2관왕

을비롯해지난해제주전국체육대회포

켓 10볼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했

다 또 2014 CBSA 광저우 9볼 오픈에

서준우승하는등세계적인스타다

차유람은트릭샷시범경기에이어팬

사인회도갖는다

차유람은 지난해 무안에 이어 고향

인전남에서개최하는전남체전에서경

기를하게돼더없이흥분되고기쁘다

며 최선을다해지역팬들에게좋은선

물을드리고싶다고말했다

이충복김행직 하지영임애아의 3쿠

션 대결도 흥미를 끈다 김행직은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3차례나 챔피언

에 올랐고 이충복 역시 세계월드컵 3위

를차지하는등실력을자랑하고있다

차유람초청당구묘기이벤트는지난

해에이어 2년째다 전남당구연맹과전

남도체육회는 차유람과 같은 스타선수

를 초청해 함께 즐기는 경기를 하는 것

이 전남체육대회와 전남 당구 발전에

가장효과적이란판단에서이벤트를개

최했다

황석래 전남당구연맹 전무이사는

전남당구발전을위해많은준비를하

고 있다며 좋은 경기를 준비하고 있

는 만큼 경기장에서 많은 응원을 펼쳐

달라고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성만(61사진픽슨 대표) 전남도장

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활동비 전액

을장애인체육발전기금으로내놓는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7일 지난 1월

취임한 정 상임부회장이 월 300만원 연

간 3600만원의활동비전액을장애인발

전기금으로기부하기로했다고밝혔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앞서 지난 24

일전남체육회관에서 제31차 이사회를

열어 발전기금 조

성을 위한 기부금

품 관리규정을 제

정했다 전국장애

인체육회 중 처음

이다

전남장애인체

육회는 또 장애인

체육진흥발전기금 10억원을목표로임

원들과함께잠재적후원자발굴에나서

고 다양한 기부상품 마케팅을 개발하기

로 했다 정 상임부회장은 지난 2008년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참샘동산을 설

립운영하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장애

인들에게 취업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고있다

정 상임부회장은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운동과재활이더필요하다며 다

양한 기부마케팅을 펴 장애인들에게 보

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

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성만전남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기부 마케팅 앞장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하는 지소연

(첼시 레이디스사진)이 올해 영국 여자

축구를가장빛낸선수로뽑혔다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는

26일(현지시간) 지소연을 2015 올해의

선수상수상자로선정했다 PFA가선정

하는올해의선수상은 92개잉글랜드프

로축구 리그 팀들과 8개 여자슈퍼리그

(WSL) 팀등총 100개 구단 회원사들이

투표에참가해결정한다

3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되는 WSL

은아직시즌초이지만지소연은지난시

즌부터보인활약에힘입어표를얻은것

으로보인다

지소연은 지난 시즌 영국에 진출하자

마자 19경기에서 9골을기록하면서소속

팀 첼시레이디스의 주축으로 자리를잡

았다

첼시레이디스는올시즌 2골을기록한

지소연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선두를달

리고 있다 FA컵 8강전에서도 지소연의

선제골 도움활약에 힘입어 강호아스널

을 21로꺾고 4강에올랐다

한편 남자부문에선 이번 시즌 프리미

어리그에서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는에덴아자르(첼시)가올해의선수로

뽑혔다

지소연 잉글랜드여자축구 올해의 선수상

남자부문에덴아자르선정

지난달부터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

을 지휘하는신태용감독이국가대표팀

코치직도겸하게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울리 슈틸리케

국가대표팀감독과이용수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의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

다고밝혔다 새인물을코치진에합류시

키는 것보다 손발을 맞췄던 신태용 감독

을 쓰면 양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올림픽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을 광범위

하게파악할수있어향후국가대표팀운

영에도움이된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신 코치는 6월 11일 라오스에서 열리

는 라오스와 미얀마의 월드컵 예선 경기

도현지에서분석할계획이다

신 감독은 지난해 9월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부터 올해 1월 아시안컵까지 국

가대표팀 코치를 맡았으며 올림픽대표

팀의 이광종 전 감독의 투병으로 인해 3

월올림픽팀지휘봉을넘겨받았다

연합뉴스

신태용올림픽축구팀감독 국가대표코치겸직

활동비전액발전기금으로

당구 여신의묘기

완도출신차유람내일진도전남체전이벤트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