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제20121호 ��
스포츠

유도 2관왕 김지정(여수정보과학고 3

년)이 전국체전에 출전한 전남 선수단 중

가장뛰어난기량을선보인최우수여자선

수로선정됐다 남자선수로는수영 2관왕

에오른이승열(전남체고 3년)이꼽혔다

전남도체육회는 17일 전남도체육회관

내다목적체육관에서선수임원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96회 전국체육대

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선전을펼

친선수들을격려하는한편 남여최우수

선수와 최우수팀 최우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 여자선수상 수상자인 김지정은

하루 두 체급을 견뎌낸 투혼과 압도적 기

량으로 금빛메치기 성공한점등이높은

평가를받았다 김지정은 5시간동안유도

여고부 70이하급과무제한급을넘나들

며 전국 톱 클래스 선수들과 겨뤄 2개의

금메달을목에걸었다김지정은전남도교

육청의우수선수로도선정돼장려금을받

았다

전남체고 근대 4종부는 금메달 1개 은

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 선전을

펼쳐최우수학교팀상을받았고순천시청

정구부는최우수직장팀으로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전남체육 최우수지도자

상 수상자로는 광양제철중고 롤러부 김

정민 코치가 선정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김 코치는 소속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

휘해 좋은 성적(금메달 2개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종합점수 1117점)을낼수있

도록지도한공로가인정됐다

전남도교육청도 우수지도자(전남체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이건창) 우수팀(광양

제철고 롤러부) 우수선수(여수정보과학

고 김지정)상 수상자에게 각각 장려금을

전달했다

육상여자높이뛰기금메달수상자김은

정(전남체고 3년)은 전남도체육회 운영이

사회가 주는 우수선수상을 유도 이광희

(순천공고 2년)는 광주전남 국가대표 선

수들로구성된태극회로부터태극상을받

았다 롤러 2관왕이수진(광양제철고 2년)

은미래상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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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연(24첼시 레

이디스사진)이 2015

대한민국여성체육대

상 수상자로 선정됐

다

지소연은 올해 캐

나다에서 열린 국제

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한국

을 16강으로 이끌었고 소속팀인 잉글랜

드 여자축구 첼시 레이디스에서도 팀의

2관왕에 힘을 보탰다 신인상은 쇼트트

랙 최민정(17서현고)이 받았고 지도자

상은임계숙(51) KT 하키팀감독이수상

했다 탁구신유빈(11군포화산초) 핸드

볼 이민지(12황지여중) 체조 이윤서

(12전농초)는 꿈나무상을 받고 공로상

은 여자테니스 원로인 이덕희 여사에게

돌아갔다

여성체육대상은 김운용 전 국제올림

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1989년부터

윤곡여성체육대상으로 시상해 왔으며

2013년부터대한민국여성체육대상으로

확대개편됐다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원과 상

패 신인상과 지도자상 수상자에게 상금

300만원과상패를준다

연합뉴스

축구월드컵 16강 주역 지소연 여성체육대상수상

제96회전국체육대회전남도선수단해단식이 17일무안군전남도체육회관에서열렸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앞으로활약기대해

제 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6개

의금메달을목에건조장문이대회를빛

낸최우수선수로꼽혔다 가장많은점수

를 획득한 광주장애인탁구협회는 최우

수단체상을받았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7일 광주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경기단체 임원

과선수등이참석한 가운데 제 35회 전

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해단식

<사진>을 갖고 최우수선수상에 여자 양

궁 부문 조장문 최우수단체상에 장애인

탁구협회를선정 시상했다

조장문은 이번 대회 양궁 6개 부문(여

자리커브 30506070m ARW2개

인전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선전한점이높은평가를받았

다

여자 육상 3관왕(100200400m T12)

김하은 여자역도 3관왕(여자 67Kg 벤

치프레스종합웨이트리프팅파워리프

팅 절단 및 기타장애) 김형희는 각각 우

수선수상을수상했다

또 장애인축구협회는 우수단체상 파

크골프협회와 게이트볼연맹 육상선수

단은성취단체상을받았다

이외 메달 획득 선수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고 5연패달성에성공한지적장애

축구팀과 종목 우승을 차지한 여자배구

팀에게도포상금이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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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전광주선수단해단 金6 명중 조장문등포상

2관왕 김지정이승열최우수선수

전국체전 전남선수단 해단식

유도 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