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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선선..

5월 8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5월 22일 대동제가 끝이 났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족구, 
발야구, 피구, 2인3각 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뛰어난 운동실력과 
끈끈한 협동심을 발휘하여 서로 도와가며 한마음으로 연습한 모습에 보답하듯이 우리 
응급구조과가 종합우승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몸을 사리지 않고 최
선을 다했던 선수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응원해준 응구과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2019-05-25

2019.05.08~0..

선린대학교 대동제 예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축구, 농구, 피구 경기가 있었으며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입니
다!! 앞으로 남은 예선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선수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 응원, 경기에 
참가하신 학우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응급구조과 파이팅!!! 예선에 참가한 선
수들의 영상을 모아 짧게 만들어보았습니다 한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05-10

2018.05.10 응응..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2018-05-11

2018.05.10 응응..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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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응응..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두 학과 대표선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18-05-11

2018.05.10 응응..

멋진 경기를 보여주신 모든 선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18-05-10

2018.05.10 응응..

멋있는 경기를 보여주신 두 학과의 대표 선수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8-05-10

2018.05.09 경경..

멋있는 경기를 보여주신 선수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8-05-10

2018.05.09 응응..

좋은 경기 보여주신 선수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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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국국..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열심히 임해준 선수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8-05-10

2018.05.09 응응..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8-05-10

2018.05.09 응응..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2018-05-10

2018.05.08 응응..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셨습니다^^

2018-05-09

2017.05.17피구피구..

끝까지 열심히 경기에 임해주신 선수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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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여여..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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