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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수영다이빙팀이창단된다

9일광주시의회에따르면행정자치위원

회는 최근 광주시 체육U대회지원국에 대

한 예산 심의에서 다이빙팀 창단 운영비

등 2억5000만원을의결했다 이예산은감

독과 남자 선수 2명 등에 대한 영입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팀 운영

은광주시체육회가맡을예정이다

광주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를 대비해 지역 출신 선수 확보와 육성을

위해 다이빙팀을 창단했다 우수 선수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방지 등도 또 다른

이유다 연말께는 2명의여자선수도선발

해함께육성할계획이다

다이빙팀을육성중인지자체는부산과

대전 경기 강원 제주등 5곳이다 광주시

는 지난해 11월 본 예산에 다이빙팀 육성

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는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며 삭감한 바 있

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광주FC 운영

비로 25억원을 편성했다 올 구단 운영

비는90억원으로추산되며지난해본예산

에 45억3000여만원이편성됐다

광주시가 현재 운영 중인 경기팀은 육

상 양궁 보디빌딩 근대5종 등 4개이며

다이빙팀추가되면 5개로늘어난다 선수

단은육상 19명 양궁 7명 근대5종 5명 보

디빌딩 4명 등 총 35명이다 운영비로 연

간 38억원가량투입되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가실업체조연맹회장배

대회에서 단체종합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은경과 김도영은 마루와 도마에서 각

각금메달을차지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56일 광주여

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제16

회 한국실업체조연맹회장배 체조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종합에서 김도영김예

은박정혜박은경나물음설나경이

170350점을 합작했으나 181300점을

얻은서울강남구청에뒤져은메달을획

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은경은 개인전 마루

에서 금메달을 이단평행봉과 개인종합

에서각각은메달을수확했다

박은경은 마루 결승에서 12150점을

얻어 12100점을획득한한연숙(서울강

남구청)을제치고금메달을차지했다또

이단평행봉에서는강남구청의박세연에

게 01점차 뒤진 12000점을 획득 아쉽

게은메달에그쳤다 박은경은개인전전

종목을합산한개인종합에서 46900점으

로은메달을추가했다

김도영은 도마에서 12520점을 획득

10775점과 10475점을 각각 얻은 전남

도청의 강연서와 유한솔을 멀찌감치 따

돌리고정상에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수영 다이빙팀 창단한다

광주시의회 예산 2억5000만원 의결전국 6번째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비 남녀 선수 4명 육성

광주시체육회 실업체조연맹 회장배 단체종합 은메달

광주시체육회박은경이최근열린 제16회실업체조연맹회장배대회에서평균대연기를펼치고있다 <광주시체육회제공>

박은경 마루김도영 도마 金
근대5종 국가대표 황우진(광주시청)이

아시아선수권 3관왕과 함께 내년 리우올

림픽출전티켓을거머쥐었다

황우진은최근중국베이징에서막을내

린 2015 아시아선수권 겸 2016 리우올림

픽 아시아예선대회에서 단체전 릴레이

단체 혼성계주단체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 3관왕에올랐다

황우진은 정진화(LH) 전운태(한국체

대)와 함께 남자일반부 단체전에 출전해

4430점을얻어 각각 4396점 4307점을획

득한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

랐다

또 이동기(한국체대)와 함께 출전한 릴

레이단체전에서 1505점을 획득 일본

(1500점)과중국(1468점)을제치고우승했

다 김선우(한국체대)와 팀을 이룬혼성계

주단체에서도 1529점을 획득해 1522점을

얻은 중국을 7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황우진은 개인전 6위를

차지해 전웅태(2위) 이동기(3위)와 함께

올림픽출전권을거머쥐었다

한편 근대5종 경기는 사격펜싱수영

승마크로스컨트리등전혀다른 5종류의

스포츠를조합해시행하는스포츠로 고대

올림픽의 5종 경기의 정신을 계승한 종합

종목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근대5종 황우진 리우올림픽 출전 티켓

아시아선수권예선 3관왕

<광주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