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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 곳곳에서 생

활체육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광주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축구배구

전통놀이를즐기며활력을찾고우의를

다졌다

광주시와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

창준)는 지난 2223일 조선대학교 운

동장에서 2014 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

육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중고등부 86개팀 1500여명이 참가 그

동안닦은기량을겨뤘다

우승은 중등부는 순짱FC(화정중)가

고등부는 INTERGRAN(숭일고)이차

지했다 최우수 선수는 김승준(숭일고)

군이 우수 선수는 남철웅(숭덕고)김

건우(경신중)김승현(화정중) 군이 선

정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2014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열렸다

농구대회는 총 60개팀 300명이 참가했

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은 축구

대회는수능이끝난주말에열려고등부

의참여가매우좋았다며 학업에지친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으로 건강도 지키

고 친구들과 우의도 다지는 기회가 됐

다고말했다

광주시배구연합회(회장 백남길(합)

서전사 대표)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전남대체육관등에서 생활체육그린시

티 삼성전자배 남녀배구대회를 개최했

다 이번 대회는 60개 클럽동호인 1000

여명이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남녀 클럽 등 5개 부문

에서 3세트 21점제경기로진행됐다 남

자클럽 우승은 브이로드 여자클럽은

썬 장년부는빛고을 시니어는무등산

어머니부는선창초가각각차지했다

22일 호남대 체육관에서는 2014 광

주시생활체육전통놀이한마당운동회

가펼쳐졌다

국민생활체육회 주최 광주시생활체

육회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국민체육

진흥공단이 후원한이번 행사는전통놀

이활성화와생활체육동호인저변확대

를 위한 지난 7월까지 개최한 전통놀이

강습회에이어열렸다

운동회에서는 전통놀이인 줄다리기

씨름제기차기닭싸움 등이 펼쳐졌고

행사장을찾은유소년과가족들에게즐

거움을선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22일호남대체육관에서열린광주시생활체육전통놀이한마당운동회에서참가자들이씨름을즐기고있다 광주시생활체육회제공

이른 추위 생활체육으로건강지켜요

축구농구배구전통놀이등동호인들우의다져

볼링명문 고흥산업과학고(교장박동

진)가 우수고교 볼링대회에서 메달 6개

를휩쓸며전국최강실력을과시했다

고흥산업과학고는 지난 15일부터 21

일까지 KBS 스포츠월드 볼링경기장에

서 열린 귀뚜라미 2014 KBS배 우수고

교볼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

개 동메달 2개를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강채림(2년)과 정원(1

년)은 각각 2관왕에 올랐다 강채림은

개인전에서 1298점을득점 금빛스트라

이크를작렬했다 개인전에서동메달을

딴 정원은 개인종합에서 3652점을 획

득해정상에올랐다

이들은 또 장하은(3년)김동요(2년)

와 함께 4인조에 출전 금메달을 합작

했다

제주 전국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하은은 4인조에서 다시 한 번 정상에

오른데이어 2인조에서은메달 마스터

즈에서동메달을추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귀뚜라미 KBS배우수고교볼링대회에서금 3은 1동 2개등 6개의메달을휩쓴

고흥산업과학고 볼링부 왼쪽부터 정원김동요강채림장하은 선수와 정연호

코치 전남도체육회제공

고흥산업과학고볼링전국최강우뚝

우수고교대회금3은1동2

회장배 전국 학교실업팀 대항 롤러

경기대회가여수에서개막됐다

전남롤러경기연맹은 22일부터 26일

까지닷새간여수롤러경기장에서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33회

대한롤러경기연맹회장배전국학교실

업팀 대항 롤러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고 24일밝혔다

이대회는올해경기를결산하는마지

막 대회이자 전국 남녀종별문화체육

관광부장관기대한체육회장기남원코

리아오픈등 5대메이저대회중하나다

지난 3월 나주에서 제33회 전국 남녀

종별롤러경기대회에 이어 여수에서 회

장배를개최 전남이 롤러메카로 각광

받고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유가람(안양시청) 등

국가대표선수들이총출동해 열기를더

하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22일여수롤러경기장에서개막한제33회회장배전국학교실업팀대항롤러경기

대회에출전한선수들이힘찬레이스를펼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여수서 500명 참가전국롤러대회

학교실업팀대항 26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