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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사진가

올해 잇따라 한국의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되고 이용객과 매출이 급성장하

는등국내명문골프장으로발돋움하

고있다

경도골프장은 올해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코스 10대 퍼블릭코스 등

에 3차례 선정된 데 이어 최근 문화체

육관광부 주관 2014 스포츠산업대상

골프장부문 최종후보에오르는등자

연 경관과 최신 시설로 골퍼들의 인기

가집중되고있다

올해 6월 말 27홀을 개장한 경도골

프장은 이후 9월말까지 총 누적 내장

객이 3만2000여명으로평일에도예약

이 어려울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

다 골프장내에있는콘도미니엄도최

소 1개월 전에 주말 예약이 마감되는

실정이다

경도골프앤리조트의올해매출은 9

월말까지 96억원(골프장 72억원 콘도

24억원)으로 전년 동기(36억원) 대비

266%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연 매출

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된다

운영수지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개

선되는 등 해가 갈수록 경영 여건이

나아지고있다

특히현재조성중인 골프드라이빙

레인지 공사가 다음달에 완공되면

PGA대회 등 국제 경기 개최에도 손

색이 없는 골프장이 될 것으로 보인

다

경도골프앤리조트는 전남 동부권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화

를 위해 216만8000 규모의 복합해

양관광단지로조성됐고 현재오동도

돌산도 금오도 코스로 구성된 27홀

골프장과콘도미니엄 오토캠핑장 둘

레길 낚시체험등다양한여가시설이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난 2011년 10

월 자회사인 전남관광(주)를 설립 전

문경영인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

직원을 영입 위탁 경영하는 등 독립

채산제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로 운영

하고있다

전남관광(주) 관계자는 대한민국

10대 골프장 선정으로 검증된 코스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품격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전라남도의 관광 선

도시설로서 지역관광 발전에 더욱 매

진하겠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여수 경도골프장앤리조트

대한민국명문골프장부상

한국 10대 뉴코스선정등

천혜자연최신시설로인기

인천 장애인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이 수확

한 메달 211개 가운데

22개를 광주전남 선

수들이거둬들였다

지난 24일 막을 내

린 제12회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서한국은금메달 72개 은메달 62개 동메

달 77개를수확하며종합 2위에올랐다

당초 금메달 50개 이상을 목표로 했던

한국은 대회 나흘 만에 목표치를 돌파한

데 이어 금메달 73개를 따낸 1989년 고베

대회 이후 두 번째로 금메달 70개를 넘어

서며풍성한기록을남겼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23개 전 종목에 역

대 가장 많은 486명(선수 335명 임원 151

명)의선수단이출전했다

이 중 광주전남에서는 31명(광주 21

명전남 10명 선수 26명임원 5명)을 파

견했다

광주전남 선수들은 금메달 7개 은메

달 8개 동메달 7개를획득했다 26명의선

수가 22개의 메달을 따는 큰 성과를 이뤘

다

광주에서는탁구와사격에서풍성한메

달을 수확했다 광주시청장애인탁구실업

팀은이번대회에서금메달 3개 은메달 2

개 동메달 2개등메달을휩쓸었다

김영건(31)은 TT4에서 2관왕에올랐다

김영건은 인천 송도글로벌캠퍼스체육관

에서 열린 탁구 남자 단식 TT4 결승에서

최일상과 격돌해 세트스코어 31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세트를

118로 따낸 김영건은 2세트에서 듀스 접

전 끝에 1012로 패했지만 3세트를 119

4세트를 117로 내리 따내면서 정상에 올

랐다 김영건은 또 김정길(29)최일상과

조를 이룬 남자 단체전 TT4에서도 금빛

스매싱을선보였다 남자개인전 TT2에서

는김민규(37)가정상에올랐다

사격에서는 김근수(42)가 금빛 총성을

울렸다 김근수는인천옥련국제사격장에

서열린혼성 R4 10m공기소총입사 SH2

에서 금메달을 R5 공기소총 복사 SH2와

R9 50m 소총복사 SH2에서동메달 2개를

획득해광주의사격영웅으로떠올랐다

광주시청장애인양궁실업팀의 이명구

(47)김란숙(여48)은양궁혼성팀리커브

오픈에서 은메달을 정진영(여47)은 여

자 개인 컴파운드 오픈에서 은메달 김옥

금(여55)은혼성개인W1 오픈에서동메

달을가져왔다

전남에서는선수9명을파견해금메달3

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등총 8개의메

달을수확했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인 이윤리(40전남장애인사격협회)가 혼

성개인 R3 10m공기소총복사 SH1결승

에서 총점 2116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

었다 이윤리는혼성단체 R6 50m화약소

총복사 SH1에서은메달을추가했다

잔디밭의 컬링이라 불리는 론볼에서

는 노용화(48전남장애인양궁협회)가 금

메달(남자단식B7)과은메달(혼성복식B

7)을수확했다

볼링에서는 민진호(48전남장애인볼링

협회)가 3인조 단체전 TPB9에서 금빛 공

굴리기를완성했다

유도시각 74급에출전한윤상민(30

전남장애인유도협회)은 개인전에서 동메

달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

남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의 박영철(42)과

김유나(여22)는혼성라틴클래스휠체어

에서환상의댄스를선보이며동메달을목

에걸었다

한편 다음 장애인아시안게임은 2018년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탁구 2관왕에오른김영건(왼쪽 두번째)과 단체전금메달

을획득한김정길(맨오른쪽)이가장높은시상대에올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제공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폐막한국종합 2위

김영건탁구 TT4 2관왕 등광주전남 금7은8동7 획득

인천아시안게임

2관왕인 꽃미남 저

격수 김준홍(KB국

민은행)이 전국체전

에서도 2개째 금메

달을목에걸었다

김준홍은 지난 25일 나주종합사격장에

서열린제95회전국체육대회사전경기사

격남자일반부 25m스탠다드권총본선에

서 578점을쏴금메달을목에걸었다

김준홍은이틀전 25m속사권총결선에

서 32점을 쏴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땄다

함평출신의한국사격맏형장대규(KB

국민은행)도남자 25m센터파이어권총에

서 583점을쏴 금빛총성을울렸다 장대

규는 25m 스탠다드권총에서는 1위 김준

홍보다 1점 뒤진 577점을 기록 은메달을

차지했다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정유진(장

흥군청)은 10m 런닝타켓에서 황영도(상

무경남)를 97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

에걸었다

볼링에서는 장하은(고흥산업과학고)이

2관왕에올랐다 장하은은 26일제주우성

볼링장에서 열린 마스터즈에서 2115점을

획득해 정상에 올랐다 장하은은 3인조전

에서 김동요장미나와 조를 이뤄 금빛 공

굴리기를합작했고 2인조전과 5인조전에

서는각각동메달을추가했다

제주 전국체전사전경기닷새째인 26일

현재전남은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

달 8개를수확했다

광주는사전경기첫날볼링의이송원이

금메달에 이어 이날 이태운(광주체고)이

사이클 3개인추발에서 동메달을 추가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천사격스타김준홍 전국체전도 금빛 총성

25m 스탠다드권총부문우승

함평장대규센터파이어정상

전남의김준홍(오른쪽)과 장대규가제주전국체전사격에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 김

준홍은속사와스탠다드권총에서 1위를차지해 2관왕에올랐고 장대규는센터파이어

권총에서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두 선수가지난달 25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

을딴뒤파이팅을하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