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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전남장애인체전에서우승해 5

연패를달성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목포시

는지난 45일무안스포츠파크실내체육

관 등에서 열린 제23회 전남도장애인체

육대회에서금메달 36개 은메달 38개 동

메달 23개 등총 2만597점을획득 종합우

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목포시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종합우승 5연패의

위업을달성했다

준우승은여수시가차지했다 금 37 은

28 동 24개를 획득해금메달수에서는우

승을차지한목포시보다도하나더많았지

만 득점에서 604점 뒤진 1만9993점을 얻

어아쉽게준우승했다

3위는 1만5999점(금 28 은 27 동 25개)

을 획득한 순천시에게 돌아갔다 순천시

는또모범선수단상도받았다

대회최우수선수상은골볼의윤기백(무

안군 시각2급)이 수상했다 성취상은 무

안군이 장려상은진도군이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3800명(선수 2219명경

기임원 1581명)의선수단이육상수영배

구등 24개종목에서기량을겨뤘다

한편내년전남장애인체전은진도군일

원에서개최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에서 U대회가 열리는 것만으

로도 기쁜데 그 대회에 출전하게 돼 가

슴이 뛰고 설레요 광주시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억에 남는 경기를

보여드릴게요

기보배에게 광주는 제2의 고향이

다 전북고창에서태어난기보배는초

중고교를경기도안양에서다녔다 하

지만 2006년 광주여대에 입학하면서

줄곧광주에서생활해제2의고향이됐

다 광주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그는 광주U대회에서 금빛 과녁을 조

준한다

기보배는 2010년 태극마크를 단 이

후한국여자양궁을대표하는간판스타

로 군림해 왔다 2010 광저우아시안게

임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2012 런던올

림픽개인전과단체전 2관왕에올랐다

2013 세계선수권대회에선단체전과혼

성부에서우승을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나가지

못했다 당시활대신방송마이크를잡

았던 기보배는 지난해 대표팀서 탈락

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며 인천아

시안게임에서메달을따는동료선수들

의모습이동기부여가됐다고말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태릉선수촌에

서 피를 말리는 경쟁을 해왔던 기보배

는 자신을 돌아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와신상담한그는 4월20일 충북

보은에서 끝난 2015 양궁 리커브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에 올라 태극

마크를다시달았다

1년 만에 선수촌으로 돌아온 기보배

는 이제 대표팀 막내에서 맏언니가 됐

다 그는 국제대회에서경험했던것을

동생들과 공유하고 잘 이끌어 한국 여

자양궁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

대학 시절 스승 김성은 광주여대 양

궁부감독은 보배는베테랑이다웬만

한 대회에는 기죽지 않는다 광주U대

회와리우올림픽에맞춰착실히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이라고격려했다

10개의 금메달이 걸린 U대회 양궁

경기는 7월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광

주국제양궁장에서 펼쳐진다 U대회는

올림픽아시안게임과 달리 표적 중앙

을 맞추는 아카데미라운드로 진행된

다

100점까지 있는 과녁이 아닌 가운

데만 노랗게 표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빨간색 과녁으로 노란색을 맞추면 1

점 못 맞추면 0점이다 사극에서 임금

이쏘던과녁을떠올리면된다 이때문

에컨디션이잠시떨어졌어도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해 더욱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된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목포시전남장애인체전 5연패 달성2위 여수3위 순천

정일기(호남대)곽진영(광주여대)이 조

를 이룬 광주대표팀이 광주여대 총장배

대학양궁선수권대회 혼성 경기에서 우승

을 차지했다 곽진영은 개인전 70m와 60

m에서은메달 2개를추가했다

정일기곽진영 조는 지난 46일 광주

U대회 신축경기장인 광주시 남구 주월동

광주국제양궁장에서열린 광주여대총장

배제18회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혼성

결승에서 경기도의 박성호김지혜(경희

대) 조를따돌리고정상에올랐다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유수정(한국체

대)이었다 유수정은 여자부 개인전 70m

60m 50m 30m 거리별 4개 종목을 석권

하고 거리별 합계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

를 얻어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

주여대곽진영은 70m와 60m에서김혜진

은 60m에서 정수라는 50m에서유수정에

가로막혀은메달에그쳤다

남자부에서는 호남대 정일기가 90m와

50m에서 3위를 차지하며 개인종합 1343

점으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남자 단체전에

서는호남대와경희대가슛오프(1인 1발을

발사해승부결정) 대결에서양팀모두 3명

의선수가명중시켰으나표적중앙에서 3

가까운경희대가승리호남대는아쉽게은

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순천대와 광주여대가 1 2위를 나눠 가졌

다 올림픽라운드 토너먼트 개인전에서는

조선대최선(남자부)과광주여대김혜진(여

자부)이각각동메달을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광죽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광주U대회

테스트이벤트로진행돼시설과경기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경기 방식도 올림픽아

시안게임과는 달리 U대회가 채택한 표적

중앙을 맞추는 아카데미라운드로 진행됐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일기곽진영광주여대총장배양궁혼성경기우승

광주여대 총장배 대학양궁선수권 혼성 경기에서 우승한 정일기(왼쪽)곽진영이 시상

대에올라기뻐하고있다 광주여대제공

U대회테스트이벤트

<호남대> <광주여대>

神弓의활솜씨기대하세요

U대회빛낼

광주전남스타

양궁 기보배

어느덧대표팀맏언니

양궁우승위해최선

기보배는

▲1988년2월20일 전북 고창 출

생 ▲168 56 ▲안양서초안

양서중성문고광주여대광주여

대 대학원 ▲2011선전U대회 양궁

여자 개인전단체전 금메달 ▲

2012런던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전단체전 금메달 ▲2013세계양

궁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금메달

▲2015양궁월드컵 1차대회 여자

단체전금메달 2차대회여자개인

전 은메달 ▲2015광주U대회 홍보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