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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신동 황소진(광주체육중 1년)

의 무서운 독주가 시작됐다 사이클 입문

석달만에 전국소년체전 2관왕에 올랐던

황소진은 인천시장배 전국대회에서도

200m 기록과 500m 독주에서우승 2관왕

을차지했다 특히 200m에서여중부최고

기록을9년만에새로썼다학교선배박서

진(2년)도대회 2관왕에올랐다

광주체육중학교(교장 김성남)는 26

27일 인천 국제벨로드롬에서 열린 제15

회 인천시장배전국사이클대회에서황소

진박서진 등의 활약으로 금메달 4개 은

메달 1개 동메달 2개를획득 여중부종합

우승을차지했다

황소진은 200m 기록경기에서 12초271

로 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 2007년 이혜

진(현 국가대표)이 세운 최고기록(12초

333)을 9년만에 갈아치웠다 앞서 500m

독주경기에서 38초069로 질주 대회기록

을 새로 쓰며 우승했다 이 경기에서 학교

선배임은서(3년)는동메달을차지했다

15853의군더더기없는다부진체

격을 지닌 황소진은 순발력과 근력 심폐

지구력이 좋다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보

드를 즐겨 균형감이 탁월하고 사이클 기

술인 조정술과 회전력(코너에서 속도가

줄지 않게 페덜을 돌리는 것)이 뛰어나다

는평가다

박서진도 1 개인추발와 2 단체추발

에서우승 2관왕을 차지했다 박서진은 1

 개인추발에서 1분19초635로 질주 대

회신기록을달성하며오예진(진영여중 1

분23초414)을멀찌감치따돌렸다 학교동

료김민정(2년)은 3위를기록했다 그는또

임은서김민정서지연과 함께 2 단체

추발에 나서 2분42초765로 가장 먼저 결

승선을 통과 양양여중(2분46초323)을 따

돌리고금메달을수확했다

대회 5개 종목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쓴

광주체육중은 여중부 종합우승을 차지했

다 9년만에여중부기록을다시쓴황소진

은 최우수선수에 2관왕에 오른 박서진은

최우수신인상을 김선주감독은최우수지

도자상을수상했다

김선주 감독은 올들어 나주대회(4월)

전국소년체전(5월)양양대회(6월)인천

대회(8월) 등 네 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했

다며 학교의전폭적인지원과성실하게

훈련해준선수들이고맙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체육중학교가제15회인천시장배전국사이클대회에서여중부종합우승을차지했다

올들어광주체중이전국대회종합우승을한것은이번대회가네번째다 광주체중제공

사이클 신동 황소진금빛독주

인천시장배전국대회서 2관왕

광주체중종합우승올 네번째

<광주체육중>

김형석(58) 대한장애인당구협회 제3대

회장이 29일 울산 온산문화체육회관에서

취임식을갖는다중앙경기단체회장은전

남에서그가처음이다

김회장은장애인들의경제적자립을돕

는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또중증장애인6명과함께지난7월

1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성화 봉송주자로

눈길을끌었다

김 회장은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

는다며 현실에 안

주하지않고끝없는도

전과 혁신을 이루는

의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나누는삶을

실천해나가겠다고포부를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형석대한장애인당구협회장취임

전남첫중앙회장진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

회에서 하루에 한 홀에서 2개의 홀인원

이나왔다

27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CC(파72

6667야드)에서열린 KLPGA 투어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6000만원) 첫날 박서영(30)

과 이은주(22)가파3 6번홀에서나란히

홀인원을기록했다

한대회에서한번나오기도어려운홀

인원이 같은 날 같은 홀에서 2개가 나온

것은 흔치 않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다른

대회보다 코스가 어려워 첫날부터 선수

들이타수를 줄이는데애를먹었다

박서영이 먼저 홀인원을 신고했다 오

전조 1번홀에서출발한박서영은 150야

드 6번홀에서 6번아이언으로티샷을했

다 이 볼은 그린에 떨어진 뒤 홀컵으로

그대로빨려들어갔다프로데뷔첫홀인

원을 기록한 박서영은 깜짝 놀랐고 정

말기분좋았다며 홀인원을했으니좋

은 기운을 받아서 남은 라운드 잘 하고

싶다고말했다

박서영은 2번홀에서보기를했지만 1

번과 3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데 이어

6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며 3언더파까지

치고 나갔다 그러나 8번 홀에서 연거푸

보기를하며합계 3오버파 75타로 1라운

드를 마쳤다 박서영은 부상으로 1천만

원상당의아이언세트를받았다

박서영에 이어 오후조로 나선 이은주

는 2번부터 5번홀까지연속보기만적어

내다가 6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은주는 그러나 앞서 박서영에 이어 홀

인원을한탓에부상을받지는못하고홀

인원의 기쁨만 누렸다 이은주는 8번 홀

까지2언더파를기록중이다 연합뉴스

하루한홀에서홀인원 2개 나왔다

2015 하이원리조트여자오픈

6번홀서박서영이은주진풍경

27일 KLPGA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1라운드 2번

홀에서보성출신전인지가아이언샷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전인지아이언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