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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

서중등부자유형종합우승을차지했다

전남체중과 해남중으로 구성된 레

슬링 전남 대표는 21일 강원도 양구문

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

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 중학부

자유형에서 금메달 5개와 동메달 2개

를수확하며 1635점을 획득 종합우승

기를휘날렸다

2위는 1195점(금1 은2 동4)을 획득

한 광주가 3위는 965점(금2 은1 동2)

의서울이차지했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전남체육중학

교(교장 김영형)의 작품이었다 전남이

획득한 7개의 메달 모두가 전남체중이

수확한것이다

자유형 35급에서 나홍길(3년) 42

급에서임원진(2년) 50급박수열(2

년) 54급황인종(3년) 69급오혜성

(3년)이금메달을목에걸었다양은호(2

년)와 김창욱(3년)은 63급과 76급

에서각각동메달을차지했다

특히전게임을인상적인테크니컬폴

승으로제압한박수열이이번대회최우

수선수로뽑혔다

또이들을지도한나우현전남체중감

독은최우수지도자상을받았다 나감독

은 35급에서우승한나홍길이아들이

어서기쁨을더했다

나감독은 초등학생이어서훈련량을

늘리기보다짧고집중력있게훈련을했

다 지루하지않아더집중한것같다며

2학년들이많아앞으로가더기대된다

내년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즐겁게준비하겠다고말했다

이밖에 그레코로만형에 출전한 해남

중학교 홍성근(3년)은 85급에서 은메

달을 양시인(3년)은 100급에서 동메

달을획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1일 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에서중등부전경기테크니컬폴승을거둔박수열

이시상대맨위에서우뚝섰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최우수지도자상을수상한나우현감독

전남 시도대항레슬링대회중등부우승

전남체중자유형금5동2

전경기폴승 박수열MVP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KIC 패밀리카트대회가 오는 26일 영

암 F1경주장(KIC) 주최로 카트경기장

에서개막한다

F1카트경주장은 일반인이 경주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레저스포츠시설이다

지난 2012년 9월 개장 이후 지금까지

10만여 명이 찾는 등 주말 가족단위 관

람객으로부터인기를끌고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패밀리

카트대회는 레저를 넘어 레이싱에관심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3인 기준 1개 팀

으로구성하며각클래스별포인트합산

에따라순위를결정한다

이날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월까지 4

번의대회를진행해종합우승팀을가린

다

참가비는 3인가족기준 3만원이며카

트경기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

면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등산인구 1000만시대 올바른등산문

화를 만들고 등산지도자를 육성하는 등

산학교가개설된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은 제37회 광

주전남등산학교를오는 29일부터 8월2

일까지 4박5일간 국립공원 월출산 일원

에서개설운영한다고 22일밝혔다

이번등산학교는정규반과암벽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등산에 관심있는 일반인

을 대상으로 일반과정을 등산학교 수료

자와 전문등반에 대한 기초지식 보유자

를대상으로전문가과정을개설한다

교육은야영과취사 등산의원리및장

비 안전대책과 응급처지 독도법 등산

사 친환경 등산 히말라야 등 해외 고산

등반 스포츠클라이밍 인공등반등이진

행되며종합등반도병행한다

4박5일간 필요한 식량과 장비를 준비

해오는 29일오전 10시월출산인공암벽

등반장으로 집결하면 된다 입교비는 일

반과정 12만원 지도자과정 10만원이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지난1979년 8월

한국등산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로 지리산 피아골에 개설된 제1회 산간

학교가효시로하계정규반과암벽반동

계 빙벽반 등을 매년 운영해왔다 지금

까지 이 학교를 거쳐간 수료생은 3200여

명에 이르고 히말라야 8000m 14좌를 완

등하는 등 산악운동과 산악인 양성에 지

대한공헌을했다

김경자등산학교교장(광주전남학생산

악연맹 회장)은 등산인구 1000만명 시

대를 맞아 호남 알피니스트의 산실인 광

주전남등산학교가제대로된등산문화

를 보급해 건전한 시민공동체를 만드는

데이바지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

문의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062521

8848 박정욱기자 jwpark@

전국첫패밀리카트대회영암서 26일개막

3인가족기준참가비 3만원

제 37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29일 개설4박5일간 월출산일원

정규암벽일반전문가과정

22일강원춘천호반체육관

에서 2015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가개막한가운데시니어남자54경기에서한국대표최진형(오

른쪽)이필리핀선수에게공격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