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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닷새간

의 열전을 끝으로 내년도 충남 대회를 기

약하며 1일막을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28일부터 강릉을 비

롯 강원도 내 11개 시군 35개 경기장에

서전국 17개시도 7700여명의선수단이

참가해승부를겨뤘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 기간 260명의

선수들이출전 100개가넘는메달을수확

하는선전을펼치면서지난해(16위)보다 2

계단이상승한14위로대회를마감했다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38개 은메달 37

개 동메달 35개를 획득하며 11위의 성적

을올렸다 광주선수단은애초목표(종합

9위) 달성에도 실패했고 전년도(9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조장문이 양궁 6관왕(여

자리커브 30506070m ARW2 개인전

 종합)에 오르는가 하면 김하은(육

상여자 100200400m T12)과 김형희(역

도 여자 67Kg 벤치프레스종합웨이트

리프팅파워리프팅 절단 및 기타장애)가

3관왕을차지하는성과를냈다 또 2014년

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금메달리스트

인 김근수(남자 50m소총공기소총 복사

개인전)와 김정길(탁구 남자 단복식 TT

4) 김세정(여자 조정 개인ASTA)등도 2

관왕을 차지했다 광주 지적장애 축구팀

(FC 광주엔젤)도 대전을 꺾고 대회 5연패

의위업을이뤘다

전남은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며 한껏

고무된 상태다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24

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48개 등 10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14위로 대회를 마감했

다 지난해 16위에 머물렀던데견줘괄목

할만한성과를올렸다는게전남장애인체

육회의자체평가다

특히 박영순(2관왕 육상 여자 1500

800m T20) 김인숙(2관왕 여자 역도 66

kg급 이하 스쿼트파워리프트종합 청각

장애 DB) 등은 한국신기록을 내며 2관왕

을차지하는기쁨을누렸고론볼 4인조복

식 부문에 출전했던 선수들도 체전 사상

첫 금메달 수확에 성공했다 박광혁은 역

도남자 3관왕에올랐다

한편이번대회에서는경기도가종합우

승을 서울이 2위를차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두산 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즈의 통합

우승 5연패를 저지하고 14년 만에 한국

시리즈(KS) 정상에올랐다

두산은 지난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7전4승제) 5차전 홈 경기에

서삼성을 132로 완파했다 대구원정 1

차전에서 89로 역전패한 뒤 2차전부터

내리 4연승을거둔두산은시리즈전적 4

승 1패로한국시리즈우승을차지했다

두산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것은

전신 OB 시절(19821995년)을 포함해

통산네번째이며 2001년이후 14년만이

다 2001년 10월 28일한국시리즈우승을

확정했으니 무려 5116일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또한 두산은 1992

년의롯데자이언츠 2001년의두산에이

어역대세번째로준플레이오프부터시

작해한국시리즈우승을일궜다

한국시리즈MVP는이날쐐기홈런을

터트린 두산 정수빈에게 돌아갔다 정수

빈은이번시리즈중왼손검지를다치고

도 타율 0571(14타수 8안타)에 1홈런 5

타점을기록했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서울잠실야구장에서열린 2015프로야구한국시리즈 5차전삼성라이온

즈와두산베어스경기 132로승리한두산선수들이환호하고있다 연합뉴스

두산 14년 만의 KS 제패MVP 정수빈

한국여자프로골

프 (KLPGA)투어

9년차 선수 김혜윤

(26비씨카드사

진)은 특이한 드라

이버 스윙으로 유

명하다

발을 모으고 어드레스를 했다가 오

른발을오른쪽으로디디면서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때왼발을왼쪽으로내

디딘다 스텝을 밟는 듯 하다 해서 스

텝골퍼가 별명이됐다

2013년과 작년 2년 동안 우승없이

보냈던 김혜윤이 3년만에 생애 5번째

우승컵을들어올렸다

김혜윤은1일경남거제드비치골프클

럽(파726482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서울경제문영퀸즈파크 레이디

스 클래식 최종 3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의 불꽃타를 터트린 끝에 합계 6

언더파 210타로정상에올랐다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10번홀티

샷을 마치고 어깨 통증으로 기권했지

만상금왕을확정했다 연합뉴스

스텝 골퍼 김혜윤 서경레이디스우승

김경태(29신한금융

그룹사진)가 일본프

로골프 투어(JGTO)

마이나비 ABC선수권

대회(총상금 1억5000

만엔) 우승을 차지했

다 김경태는 1일 일

본 효고현 ABC골프클럽(파717130야

드)에서열린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

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쳤다 김경태는시즌 5승 JGTO

통산 10승을채웠다 연합뉴스

김경태 일본서시즌 5승

불가능뛰어넘은아름다운투혼

광주양궁조장문 6관왕

전남육상박영순역도김인숙

한국신기록수립

전국장애인체전 폐막

강원도강릉시월드구장에서열린제35회전국장애인체

육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 FC광주 엔젤 지적장애인

축구단(감독한동기광주북구청) 이 1일대회5연패를달성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제공

FC광주엔젤 5연패

삼성에 4승 1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