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0322호 2016년 9월 2일 금요일

hp서구서비스센터(대표강유순)

hp서구서비스센터에서근무하는이들이야구로하나가된다

▲감독강상희 ▲선수강유순 박종희 설석용 신연호 장성진

송희청김성은정대진이민우지종구김홍석김현구이재학김원

주최제용조성필김광훈이민욱정승민이승준김정후조현석

금호상조(대표박재영)

나이는다양하지만야구에대한열정은하나

▲감독민상철 ▲선수박재영 김희주 안순용 전준홍 김혁 한

영현 정광호 김영준 이광인 박동원 유기룡 문대종 홍수인 정범

준송기현이진정현주최정민

로즈스나이퍼스(대표김진호)

2010년창단해광주베이스볼리그를누비고있다

▲감독김진호 ▲총무최병훈 ▲코치윤현호 ▲선수박재

형 송창섭 김대현 박종필 박성술 김홍림 김형준 최상효 박성경

최희규김년수박진석최재복김준형문덕수정인성

무등산생태요양병원(대표윤상연)

야구가좋은야구를해보고싶은평범한사람들이만났다

▲감독김선도▲경기이사윤상연▲선수이준서최연석이

정희채문기전용환박종산양동화이범석이대수홍상진이동협

김건국김태용김태민장병웅조민식오은상김호안용석조재현

박범연

버닝(대표이창용)

6년 학교동아리에서시작한만남이사회인야구로이어졌다

▲감독이창용▲코치최성훈▲순서이정현한진수조범진

김정목고건성찬영성찬이김승훈박제현김용석한성일서성현

김환선

송원타이곤즈야구단(대표박재형)

송원대학교 송원학원직원들과학생들협력업체직원들의행복

한야구동호회 인생도사랑도야구도모두만루홈런!

▲감독박재형 ▲단장선종석 ▲코치김대균 이병희 ▲총

무오치경 ▲선수고효석 김상묵 김진석 박시훈 오광열 윤차

곤 윤홍재 임창주 정광현 정준호 조우기 조정용 진태천 최원칠

최홍석

신나부러야구단(대표안창범)

끈끈한정으로뭉친 12년차사회인야구단선수들이좋은추억을

꿈꾼다

▲감독김현중 ▲선수정인중 전정수 안창범 김동현 박윤석

김성민조인오서호형정두호김창훈오지훈박관서김승연나현

민장원석박용희하민진정대길송희문

아인스리퍼블릭(대표김경남)

게임도 게임이지만 팀원들간의 단합을 우선으로 하는 팀워크의

팀이다

▲감독김경남 ▲선수고병복 김경문 김세욱 김재원 김주성

김주혁김현진류동원박정훈박태희반현진송민호염세환윤정

민장경석전정희조은상한용희허원진

유한킴벌리양솔킹야구단(대표양해인)

2009년도 창단해 지역전국대회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실력있는팀이다

▲감독곽현희 ▲고문윤훈 ▲총무이장호 ▲선수김홍수

김인호손재중김준기이영욱최형필김용철박화랑김대진우봉

진백종식박재용나경준한대영김성수

자연환경(대표백규식)

15년이넘는역사로다져진단합의팀막강한팀워크로많은대

회에서좋은성적을합작했다

▲감독정상현▲코치김기동양건우▲선수김광수고현무

류영광 박래준 박철준 신경수 최용희 최정재 조준오 나경준 남

준성김만철박경중서재근최명환선주완강정욱박규영

세한기업재규어스(대표정경국서승태)

가족같은분위기로 14년의전통을이어온무등기강자 124회

대회우승컵을들어올렸다

▲단장김치균 ▲감독정경국 ▲총무서승태 ▲선수김승

걸 국범석 김준혁 김성주 서승철 천두연 정두희 임현석 박상신

김민영 고윤석 오창욱 홍성준 홍길준 용지운 홍성일 김용신 임

현서준호박인균

타요바리스타즈(대표박주용)

토요광주베이스볼리그와 일요광주베이스볼리그두 개리그에

서 30명의팀원이뛴다 지난해준결승전패배설욕에나선다

▲감독정영진 ▲선수김욱 김재욱 장광우 서동훈 오치훈 이

용훈 박주용 조진훈 조환민 홍석주 한승현 홍준영 유인식 주철

우이기남이보람위동철마준최병은김진원김대호조양성

파트너즈(대표김창근)

열정이 무기다 땀흘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찾는 가족같은

사회인야구클럽입니다

▲감독김창근 ▲선수서제형 윤춘일 김대원 김은민 박노을

정운필박성호박재현김현성이범석김용준양대호조휴진심기

환이규종방재원김영복박준용신주열

페가수스(대표정동준)

두번의 우승 한 번의준우승 16년의 전통으로쌓은끈끈한 우

정과팀워크로웃고즐기는야구를한다

▲감독정동준 ▲코치손우광 임호성 오광석 ▲선수 임창

일 김영학 박상태 이석우 김상호 염원섭 안범모 남정우 김정표

안용순서진영박병선정대웅장세헌김영기고관보신샛별정종

필김동후

패밀리(대표정기종)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똘똘 뭉친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

의팀이다

▲단장기현호 ▲감독정기종 ▲선수 안기중 김권중 방영

환 이영국 구태홍 문주영 송경진 엄종열 송판기 손석민 정민호

최인석박영환김병균장덕진김진욱이건욱김형선이영준엄기

선

포프리(대표조상용)

올해 4번째 무등기 도전이다 대회 명성에 맞는 멋진 경기를 위

해구슬땀을흘리고있다

▲감독김준열 ▲선수김회수 오성주 조현진 조상용 위하연

김상훈박장근강동훈양출관김진호변의혁김선민김봉수

무등리그 16개팀참가팀

8312 friends(대표김덕근)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자녀들로 구성된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

는팀이다

▲감독  이승신 ▲선수  김덕근 소대성 권오현 박주현손동

주윤효범 전완진김종남 이현 허진원이영훈민성홍 김영재 정

경우황성연남준성이현우

에프나인하이트참이슬(대표진용우)

야구 매너를 중요시하고 짜임새 있는 엘리트 야구를 추구한다

캐치볼동호회에서시작된야구다

▲감독 진용우▲코치노요한▲총무문웅남조준영▲

선수 강대철 기승주허욱 박종현 오규종 임동일 조영오 진성

수 조정훈 박진오 정기준 기민규 이경훈 최용석 김상엽 장봉현

오정민

W웨딩컨벤션(대표박선주)

젠하이드에서 W웨딩컨벤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무등기에 도전

한다

▲감독  박선주 ▲선수 송치훈 김봉민 정승환송승렬 성기

영박경민박성용김경호허용석방민택양준태김민수오경완

태금특장싹쓰리(대표김기정)

30대초반부터 50대까지다양한연령의선수들이뛴다매너있게

신사답게즐기는야구를추구한다

▲감독김기정 ▲선수김진웅 최두일 박재현 장재구 김기수

김길수전승연박주남김성수김상수이창수박규형한호수유육

종최양섭장광익김종현김진하채효석김재경정호영임효석

레드워리어스(대표박찬모)

2003년에창단해 We are one!을기반으로즐거운야구를하고

있다 다른팀과의교류를위해무등기에나선다

▲감독박찬모 ▲선수김병희 김용연 민태호 나으리 나재현

노재기박상선김승일서상석서현철신수권이기민장병찬최승

환

베프스(대표오명진)

야구가있어즐거운 그즐거움을함께할수있는이들이만난팀

▲감독오명진 ▲선수박진호 임진강 박정주 박창성 최귀환

박종안유재민김행범윤정승박용모김남국한경석박태호정재

철김기석이기홍백윤길양진이재학조민재

블랙이글스(대표이광식)

화순을 무대로 뛰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직접

땀흘리면서그라운드에오른다

▲고문민병돈 ▲감독이광식 ▲코치안재형 ▲주장이민

숙 ▲총무김성주 ▲선수김훈희문형건 나보현 서영균 조연

익 정혁수 전세현 황도연 장태호 이지성 이정훈 김대영 이병훈

송원진이수훈

어벤져스(대표박정기)

2016 어벤져스의역사가시작됐다 신생팀의도전

▲감독박정기 ▲선수김지현 김동현 정지원 이종훈 김형섭

김용천김정인정경석권효중이병배길호천박준혁정진원윤경

옥김정원김성무길용규

에슬레틱스(대표김경태)

2003년 광주엔터아톰스로출발해서 2012년부터화순리그에서

활동하고있는전통과역사가살아있는자타공인명문구단

▲감독김경태▲코치이성준▲선수김종관이상현손용수

최주성김성철유영복이승용이행석류세환정진수이성원박원

식 선영수 정석철 오민규 조일우 천재영 안재원 정철안 서기선

신경수

전대OB(대표김장렬)

Since 1992 전남대학교명문야구동아리인드래닉스에뿌리를

둔팀이다 학부생은전대 YB팀으로졸업후에는전대 OB팀으

로의팜시스템을구축했다

▲감독김장렬 ▲총무윤요한 ▲고문장겸손 ▲선수강경

주 김찬구 김창훈 김태훈 박병수 박수환 박진실 변영선 오준일

심기운이경욱이욱이종현임대근조원기최정훈최훈민조인성

권지량추수오

정진산업스카이야구단(대표정재윤)

스카이라는이름으로 20년의역사를이어오고있다

▲감독우해동 ▲단장박창균 ▲코치김태호 ▲구단주조

승현▲선수오영익김용수김준석심정진강기철조경영김세

곤정준섭이근식 정형곤 최순흥이권이동혁손요한 노영주최

홍준원태현임진강

청연쿨가이즈(대표지민석)

오랜역사와전통을가진시원한야구의팀이다

▲감독지민석 ▲선수민성용 이유신 한상우 이창수 설상일

이현진최진이준식김영주김현성심재현김병효김갑헌김상록

김재욱김형종

카멋진넘VCOOL(대표신주열)

올해 3년차 야구에열광하는매너있는사람들이실력을갖춰가

고있다

▲감독신주열 ▲선수정성면 정기준 김강민 정호영 주영환

주민호김회동공명규문병현노경천조영오윤명훈탁홍석김용

준이형수조명운 정종남김용선

카이로스(대표김용수)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좋다 페어플

레이만을고집하는매너의팀

▲감독김용수 ▲선수양영철 정준섭 오영익 홍강욱 안병국

고현욱이현석최순흥안명순

임현규임진우양상일박준수이동혁김길오김준석

케네디스코어(대표강주현)

2011년창단해야구실력과열정을쌓아가고있다

▲감독강주현 ▲단장오호철 ▲총무김선일 ▲선수김석

윤강원영박병석김성현김민균배솔배경준이준형홍준성정

해선최진이우영손대현한득규

화이트워리어스(대표서황진)

광주워리어스로출발을했다실력있는무등기참가팀과의교류

를통해전력향상을노린다

▲감독서황진 ▲선수김도환 이승환 김민영 박재석 조영태

서명석문인국정삼경김남훈박윤상김우창김진혁양금승김동

욱양재석박진국유환철

또하나의 가을야구금빛아로마라이프컵누가품을까

광일리그 16개참가팀

열정 가득한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이

가을잔치를벌인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

라이프배제6회무등기광주전남사회인야구

대회가 4일 광주일고야구장에서 개막해 두 달

간의대장정에돌입한다

올해로 6회째를맞이한광주전남지역의 명

품 사회인야구대회무등기는무등리그와광일

리그로나눠열전을벌이게된다

대회는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1

월6일 무등기를품을최후의팀이가려진다 무

등리그 16개팀과광일리그 16개팀은우승컵을

놓고 매 라운드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있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우승컵을 차지한 팀에

게는트로피와함께상금 50만원이주어진다

각리그준우승팀에게는트로피와상금 30만

원이돌아간다 공동 3위팀들에게는상금 10만

원이수여된다

멋진플레이를선보이는선수들을위한개인

타이틀시상도이뤄진다 우승팀감독과최우수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된

다 우수선수와최우수심판에대한시상도준비

됐다

4일무등리그의 8강진출팀이먼저가려진다

오전 8시 hp서구서비스센터와무등산생태요

양병원의 개막전을시작으로 오전 10시 무등기

두차례우승에빛나는페가수스가금호상조와

만난다 오후 12시에는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

단과 송원타이곤스야구단 오후 2시에는 유한

킴벌리양솔킹야구단과 패밀리의 대결로 경기

가 진행된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광주재규어스

야구단과파트너즈가 8강진출을다툰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

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

프(회장 이학재)가 광주사회인야구인들의 가

을잔치에동행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아로마라이프배제6회무등기광주전남사회인야구 4일개막

무등광일리그 각 16개 팀 두 달간 대장정

21일 OB맥주공장야구장에서열린제14회무등기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무등토너먼트아작스와대한철강야구단의경기 5

초 2사중전2루타로진루한김재회가조원경의타석때3루도루에세이프되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아작스김재회도루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