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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검도관(관장 김정희)이 광주시장기

검도대회 6연패를달성했다

오치검도관은 지난 17일 광주 서석중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광주

시장기 검도대회에서 종합우승했다 지

난 2009년 정상에 오른 뒤 6년 연속 우승

기를휘날렸다

준우승은진성검도관(관장이진성)이 3

위는 맥심검도관(관장 안명근)이 차지했

다

오치검도관은 또 도장단체전에서도 우

승기를 들어올렸다 단체전 준우승은 동

구검도관(관장김교중)이 3위는치평검도

관(관장 조영민)과 행복검도관(관장 오길

현)이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지역 검도인 400여명

이참가해기량을겨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8

지난 17일광주서석중고체육관에서열린 제24회광주시장기검도대회에참가한광주검도인들이기량을겨루고있다

광주시검도회제공

오치검도관

광주시장기 6연패

2위진성3위 맥심검도관

내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무안군이 결정됐다 전남도생활체육회

(회장 이탁우)는 18일 전남도청 동부지

역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5년 제

27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무안군을확정발표했다

대축전은 제19회 전남도민의 날을 기

념해내년 10월25일부터 27일까지사흘

간열린다 내년대축전에는 22개 시군

에서 생활체육 동호인과 전남도민 2만

여명이참가할예정이다

신재준 무안군생활체육회장은 무안

은 전남체전을 개최하면서 구축한 스포

츠인프라와경기운영의풍부한경험 8

만여군민들의인정넘치는서비스로역

대 가장 모범적인 전남생활대축전을 열

겠다고밝혔다

한편 제26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10월25일부터 27일까지사흘간구

례군 일원에서 열린다 정식종목 18개

민속종목 3개 시범종목 2개 등 총 23개

종목에서 5800여 동호인이참가해경기

를펼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전남체전개최지무안확정

18일전남도청동부지역본부에서전남도생활체육회이사회가열리고있다

전남도생활체육회제공

10월2527일 2만명참가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

어리그 1라운드에서한국인으로는처음으

로개막전 1호골의주인공이된기성용(스

완지시티)이축구전문매체ESPN이선정

한 1라운드베스트 11에이름을올렸다

기성용은 ESPN이 18일(한국시간) 홈

페이지를통해 352 전술을기준으로 발

표한 팀 오브 더 위크에서 미드필더 3명

가운데 1명으로뽑혔다

17일 새벽 끝난 정규리그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기성용은 난적 맨체스터 유나

이티드를상대로전반28분선제골을터트

려스완지시티의 21 승리를이끌었다 기

성용의 득점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

호골로기록됐다

ESPN은 기성용에 대해 기성용의 활

약은개리몽크감독이기성용을스완지시

티에 잔류하게 만든 결정에 확신을 줬을

것이라며 기성용은맨유가펼친새로운

전술의단점을제대로활용한완벽한선수

였다고칭찬했다

이어 기성용은 득점력까지 갖추면서

지난 시즌 선덜랜드로 임대돼 기록한 3골

보다 더 많은 골을 터트릴 가능성을 보여

줬다며 수준 높은 플레이로 열심히 뛰

었다고덧붙였다

루이스판할맨유감독의정규리그데뷔

전에패배를안긴스완지시티의개리몽크

감독은 1라운드사령탑으로뽑혔다

연합뉴스

기성용 EPL 1호골 1라운드 베스트11

ESPN 팀오브더위크

맨유약점제대로활용

순천여고이은경(2년사진)이화랑기

전국양궁대회에서정상에올랐다

이은경은 지난 14일울산문수국제양

궁장에서열린 제35회화랑기전국시

도대항양궁대회에서 개인거리 30m 결

승에서 357점을 쏘아 전북체고 박승연

과공동으로우승했다

이은경은 여고부 개인전에서는 광주

체고의김채윤에뒤져준우승했다

남고부 단체전에서는 전남 선발이 패

권을안았다

백문선서준호(순천고) 최민준이세

중(전남체고)이 팀을 이룬 전남선발은

경북체고를따돌리고금빛과녁을명중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경전국회장기양궁대회 30m 金

전남 남고부 단체전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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