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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선이용대김덕현이특영 등 광

주전남 출신 82명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메달을노린다

19일 광주전남 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16일간 인천시

일원에서열리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

대회에 광주전남 소속(출신) 선수임원

100명이참가한다

이 중 광주 선수단은 25개 종목에서 임

원 11명 선수 36명 등 총 47명이 출전한

다 전남 선수단은 27개 종목에서 임원 7

명 선수 46명등총 53명이다

한국 선수단은 36개 종목에 1008명(임

원 177명 선수 831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일본 등 총 45개국 2만여

명(선수임원 1만3000여명 기자단 7000

여명)이인천을찾을것으로보인다

개회식은 오는 9월19일 오후 6시30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열린다

광주 선수 중 김덕현(멀리뛰기세단뛰

기) 김성연(유도) 이특영(양궁) 양학선

(체조) 최은숙(펜싱) 나지완양현종임

창용강정호나성범(야구)은금메달이유

력하다 또 하키의 이승일이승훈 형제도

금메달을노린다

전남에서는 이용대(배드민턴) 최복음

박종우이영승(볼링) 김영웅(골프) 주현

정(양궁) 이태양(야구) 이종호(축구) 등

이금메달사냥에나선다

다음은인천아시안게임에출전하는광

주전남선수명단이다

광주 소속(출신) 선수김덕현박태

경배찬미(육상) 박성백(사이클) 구학

본김관욱윤준식(레슬링) 김성연(유도)

이특영(양궁) 이보나김종현(사격) 방시

레(승마) 양학선김희훈(체조) 최은숙

(펜싱) 황우진(근대5종) 공태현박결(골

프) 서희주(우슈) 박은옥(스쿼시) 나지

완양현종임창용강정호나성범(야구)

김동훈김지연(정구) 이미선양지희(농

구) 서재덕백목화이은아(배구) 이승

일이승훈(하키) 김휘관김인원(조정)

전남 소속(출신) 선수박칠성백승

호김민(삼성전자)김민(목포시청)정순

옥(육상) 유병진윤영관이현우추민

종박선관(수영) 이은지나아름(사이

클) 정유진장대규김준흥곽유현(사

격) 김현지안효주(하키) 이용대고아

라유해원(배드민턴) 박경두(펜싱) 이민

우(체조) 박종우최복음이영승(볼링)

채봉진김창주(요트) 김영웅(골프) 박현

일서대호육상민김경태(카바디) 구주

영(공수도) 최민지(카누) 김은아김선화

(핸드볼) 김은경(유도) 이학범(조정) 김

근현김성수(럭비) 이종호(축구) 이태양

(야구) 주옥(정구) 박수연(소프트볼) 주

현정(양궁)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초중고 토요스포츠 강사들

이 한자리에 모였다 학교 체육수업에 필

요한 능력을 기르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

해서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19

일 생활체육회 1층 회의실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의

토요스포츠 강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

수를 진행했다 현재 광주지역 토요 스포

츠 강사는 83개교에서 1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연수는 토요 스포츠 데이와 학교

체육의이해 아동성폭력예방과대처 스

포츠상해및안전아동스포츠의사회심

리학적 이해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이론실기교육이이뤄졌다

김창준 회장은 이날 연수는 토요 스포

츠강사들의전문성과사명감을길러학교

체육의혁신과내실화를다지기위해마련

했다며 광주청소년들이생활체육을쉽

게접하고즐길수있도록잘지도해달라

고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시안게임광주전남선수82명출전

광주전남 생활체육 동호인 1900여명

이 오는 22일부터 강원도에서 열리는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참가한다

이 축전은 전국 1800만 생활체육 동호

인들의 최대 행사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강원도 속초동해고성 등 10개

시군에서펼쳐진다

개막식은 22일 오후 6시30분 속초시종

합운동장에서열린다

대축전에는 38개 정식 종목과 8개 장애

인종목 9개시범종목등총 55개종목에

전국 17개시도선수단과 4개국 80여명의

재외동포선수단등총 2만여명의동호인

선수단이참여한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김창준)는게이

트볼검도파크골프야구윈드서핑 등

30개종목 700여명이출전한다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이탁우)는 36개

종목(정식 32 장애인 4)에 1200여명의 동

호인과 임원을 보낸다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83세의 게이트볼동호인김정호

(해남군)씨이고최연소는 14세의소년풋

살이지호(광양시)군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초중고 토요스포츠 강사 100여명이 19일 광주시생활체육회 회의실에서

학교체육연수를진행하고있다

광주토요스포츠강사체육수업연수

아동성폭력예방등이론실기

광주전남동호인1900명전국생활체전참가

19일 인천시부평구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열린 제17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니폼발표회에서모델들이대회시상요원

의유니폼을선보이고있다 연합뉴스

내달 19일45개국 2만명참가

양학선등무더기금메달기대

인천아시안게임

D30

이세돌 9단

이 6년 만에

TV바둑아시

아선수권대

회에서 정상

에올랐다

이 9단은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일본의 고노 린 9단에

게 20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

다

이로써 이세돌 9단은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차지하며

한국에통산 9번째우승을선사했

다

지난해 세계대회에서 무관으로

전락했던이 9단은이번우승으로

1년8개월 만에 세계대회 개인전

에서정상에올랐다

이세돌의 종전 세계 대회 우승

은 2012년 12월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마스터스이며 한국의 최근

세계대회우승이기도하다

KBS 바둑왕전 챔피언 자격으

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세돌은

본선 1회전에서 중국의 타오시란

5단에게불계승한데이어준결승

에서 전기 대회 우승자인 일본의

이야마 유타 9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반면 일본 NHK배에서 준우

승해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고

노 린 9단은 1회전에서 중국의

리친청 초단을 꺾었고 준결승에

서는 한국의 박정환 9단에게 불

계승했다

우승 상금은 250만 엔 준우승

상금은 50만엔이다

연합뉴스

이세돌 1년8개월 만에

세계대회정상탈환

TV바둑아시아선수권

2224일 강원도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