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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Asian

Festival Of Speed)이 15일부터 17일까

지 3일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

최된다

세계 20개국드라이버들과 80여대의슈

퍼카를비롯해총 120여대의차량과 1500

명에달하는드라이버및관계자가참여하

는아시아최고의모터스포츠축제로이번

한국 대회에서는 대회 개막전과 2라운드

가동시에진행된다

다양한개별대회가한자리에모인만큼

대회별로적용되는규정도다르기때문에

개별레이스의다양한규정과진행방식을

이해하면 대회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

다

롤링 스타트(rolling start) 방식은 모

든차량이선도차(Pace Car)를 따라경주

장을돌다선도차가피트로빠진후컨트롤

타워의출발신호를기점으로경기가시작

된다 GT아시아와 아우디 R8 LMS 컵

2라운드가롤링스타트방식을따른다

스탠딩 스타트(standing start)는 F1

대회와같은주요카레이싱대회에서흔히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예선

순서에 따라 출전 차량이 배치되며 출발

신호에 따라 경기가 시작된다 포르쉐 카

레라 컵과 아우디 R8 LMS 컵 1라운드

가이방식으로진행된다

우승자는 거리 혹은 시간을기준으로

결정된다 GT아시아는 1시간동안주행

거리로 우승자를 결정하며 포르쉐 카레

라컵과 아우디R8 LMS컵은정해진거

리를 먼저 통과하거나 30분이 초과한 경

우결승선을처음통과한드라이버에게우

승컵이돌아간다

특히 17일 메인스탠드특설무대에서레

인보우 나인뮤지스 코요테 허각 장미여

관 등 국내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콘

서트가 열린다 관람석 주변에는 튜닝 관

련 기업 홍보관을 비롯해 레저카트 및 인

라인 스케이트 체험 지역문화체험관 등

70여개의홍보부스가마련된다

또레이싱차량과드라이버들을직접볼

수 있는피트및 그리드 워크 레이싱차량

택시타임등다양한행사가어우러져경주

장을찾은관람객들에게다채로운볼거리

를제공한다

2015 AFOS 대회 관람 입장권은 옥션

티켓(ticketauctioncokr)을 통해 사전

예매가 가능하며 대회 당일 현장에서도

구입할수있다 기타관람료및이벤트안

내등 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F1경주장

(KIC)누리집및옥션티켓누리집을통해

확인할수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아시아스피드페스티벌내일개막

17일까지영암자동차경주장

가수공연등다양한볼거리

오는 19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

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에 광주시선수단

87명이 참가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는 13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광주시선수단 결단

식을갖고필승을다짐했다

장애인학생체전 19일오후 2시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

으로 22일까지 나흘간 제주종합경기장

등 16개 경기장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서총2717명의선수단이15개종목(육성

종목 5개골볼보치아수영육상탁

구 보급종목 10개농구배구볼링 등)

에서기량을겨룬다

광주시는선수단 87명(선수 47 임원ㆍ

보호자 40)을파견 8개종목에서금메달

1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1개 획득을

목표로하고있다

작년대회에서 3관왕을차지한남자역

도의 임주성(중50kgㆍ유덕중ㆍ지적장

애)과 2관왕을 한 여자육상의 신승리

(100m 200mㆍ일곡중ㆍ뇌병변)의 선전

이기대된다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장애청소년들이

다양한체육활동을통해당당한사회구

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나아가 장애인체육 발전의 밑거름

이될수있도록대한장애인체육회가주

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가 후원

하는전국규모의종합체육대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장애인학생체전광주시선수단이 13일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결단식을한뒤필승을다짐하고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제공

전국장애인학생체전광주시선수단 금메달따고올게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자격정지 징

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다시

자맥질에나설참이다 13일박태환측에

따르면박태환은조만간서울송파구올

림픽수영장이 운영하는 노민상 전 국가

대표팀 감독의 수영교실 회원으로 등록

해훈련을재개할예정이다

박태환의 옛 스승이기도 한 노민상 감

독은 박태환 선수가 6개월가량 수영을

안한상태라고한다며 근육의질이굉

장히 떨어졌을 것이라서 이런 부분부터

잡아나가야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박태환 옛 스승 밑에서수영훈련재개

지난해열린아시아스피드페스티벌경기모습

19일부터 제주도서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