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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을 배출한 축구명문 순천중앙

초등학교(교장 김유탁)의 정한균 감독이

우리나라 최초 한 학교에서 100개 대회

우승이라는금자탑을쌓았다

순천중앙초는지난달 열린 제42회 전

남도교육감기 축구대회에서 여수 미평

초와승부차기끝에승리 우승을차지했

다 순천중앙초는 여수 미평초와 결승에

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가 승

부차기에서 32로승리를거뒀다

순천중앙초는 1회전에서 장흥초를 맞

아 30으로 제압했고 준준결승에서는

진도초를 30으로 준결승에서는해남동

초를 30으로눌렀다

이번대회우승으로정한균감독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학교에서 한국 최초

로 100개대회우승을이뤘다

정한균 감독은 순천중앙초에 지도자

일생을바쳤다 1983년 12월우리나라최

초의 공개채용 코치인 한국전력 유소년

전임지도자 선발돼 순천중앙초에서 지

도자생활을 시작해 32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20회 ▲도내대회 70회

등 모두 100차례의 우승 기록을 작성했

다

정 감독은 기분이 너무 좋다 남들이

못한 것을 해냈다 보람된다고 기뻐했

다한지도자가 100개대회우승을한경

우는 많겠지만 한 학교에서 해낸 건 우

리나라에선 처음이라 더 값지다고 덧붙

였다

정 감독은 앞으로 순천중앙초에서

120개 대회 우승을 목표로 다시 담금질

을 시작하겠다면서 성적에만 연연하

는 게 아니라 성적이 곧 좋은 선수 발굴

로 이어지기 때문에 120개 대회 우승을

새로운도전으로잡았다고밝혔다

당장의 목표는 내년 전국소년체전 우

승이다 소년체전 전국 최다 5회 우승을

일군 순천중앙초는 내년 소년체전 전남

대표로 선발돼출전 티켓을 확보한 상태

다

정 감독은 한국학교축구 최장수감독

으로수많은제자들을길렀다 영국프리

미어리그에서뛰는월드스타기성용(25

스완지시티)과인천아시안게임주역이

종호(22전남) 골키퍼 김영광(31경남

FC)이 그에게서축구를배웠다 또 박준

강(부산아이파크) 이한샘(경남FC) 조

용태(광주FC) 21세 대표인김동준(연세

대) 17세 대표인 한찬희(광양제철고)도

그의수제자들이다

김정수 청소년대표팀 감독과 남기일

광주FC 감독 박요셉 서울FC 유소년팀

감독은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해 구슬땀

을흘리고있다

정감독은 유소년축구는체력훈련보

다는공을가지고노는기술훈련이더필

요하다 기술훈련을 하다보면 체력훈련

은 덩달아 길러진다 기술훈련을 90%이

상시켜야한다며 32년간지도자생활을

통해터득한철학을소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중앙초에서 100개대회우승을달성한정한균감독이26일학교축구장에서선수들을지도하고있다 순천중앙초제공

정한균감독국내첫 100개 대회우승 금자탑

차세대국가대표인상비군을전담지도하는 국가대표후보선수전임지도자2014 정기

연수회가 2627일 이틀간여수시든베이호텔에서열리고있다 연수에는최종삼선

수촌장을비롯해지도자 60여명이참가 선진선수육성에대한최신이론습득과인권

교육등지도자자질향상교육을실시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여수서 국가대표상비군지도자워크숍

여수시청이 회장배 전국 실업 대항 롤

러경기대회에서종합우승을차지했다

여수시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여수 진남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33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 대항 롤러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

했다

이번대회에서여자일반부정은채는 T

300m와 500m에서 가장 먼저 골인했다

추월2000m에서도 팀 동료 정세영김주

희김혜진과함께금빛질주를합작 3관

왕에올랐다

남자일반부김지원은 P5000m에서 이

영우는 E150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또정원준안익현과조를이뤄추

월 2000m에서금메달을추가했다

대학부에서는 목포대 한준희가 P1000

m에서 1위 P3000m에서 2위로골인 최

우수선수에 뽑혔다 김영윤은 T500m에

서 박형상은 T300m에서금메달을목에

걸었다

고등부에서는광양제철고가금3개은

2개 여수충무고가 금 2은 1동 3개를

획득했다

광양제철고의 이수진은 여고부 E

15000m에서 1위를 EP10000m에서는 2

위를 차지해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팀동

료 권부송은 E500m에서 1위로 골인했

다 남고부 김찬호는 EP10000m에서 금

빛질주를선보였다

여수충무고는 남고부에서 안정인최

창한조재용정희망 등이 계주 3000m

를 금메달을 합작했다 여고부에서는 도

영롱이 P5000m에서금메달을안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회장배전국실업롤러경기대회여수시청종합우승

회장배전국학교및실업팀대항롤러경기대회에서금 14개은 8개동 9개를획득한

전남선수단이트로피를안고기뻐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32년간 국제 10회전국 20회도내 70회 정상차지

좋은성적때좋은선수나와 제2 기성용육성노력

금6은2동4 획득

女일반부정은채 3관왕쾌거

<순천중앙초축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