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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저무는인천스카이72골프장 18

번홀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가 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

나은행챔피언십 1라운드를마친뒤스

코어카드를 내고 다시 18번 홀로 돌아

왔다

스탠드에 있던 관중은 고마워요 세

리(Thanks Seri)라는 글자가 새겨진

검은 모자챙을 살짝 들어 올린 뒤 다시

쓰면서 경의의 뜻을 표했다 박세리가

18번홀페어웨이에마련된단상에오르

자관중은물론동료선수들도함께입

장해 모자를 벗어 흔들었다 경기를 마

친뒤눈물을훔쳤던박세리는후배박

성현(넵스)이 꽃다발을 전해주자 손수

건을꺼내계속흐르는눈물을닦았다

이날은퇴식에는올림픽에서함께했

던박인비(KB금융그룹) 최나연(SK텔

레콤) 등골프선수뿐아니라 국보급투

수 선동열 프로배구 김세진 OK저축

은행감독등도자리했다

외환 위기 시절인 1998년 박세리는

워터해저드에맨발로들어가는투혼으

로우승컵을들어올렸다 연합뉴스

박세리은퇴골프 전설의마지막 18번홀

13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한국여자 골프의 개척자 박세리의 은퇴식이진행됐다 박세리가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이후진행된은퇴식에서어린이들과손을잡고걷고있다 연합뉴스

충남 아산에서

열린제 97회 전국

체육대회가 1주일

간의 열전을 끝으

로 13일막을내렸

다 내년에는충북

에서열린다

지난 7일 개막한 전국체전의 종합 우승

은 경기도가 차지했다 올해로 15회 연속

종합우승이다

전남 선수단은 애초 예상했던 목표

(1011위)를 훨씬 밑도는 성적을 내면서

경기력 저하 원인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안게됐다

특히 대회를 앞두고 종목별로 치밀한

전력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전략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데 한몫을 했다는 반응

도나온다

광주는 전년도(11위)에 견줘 종합 순위

는하락했지만애초목표(13위)보다 상승

기분좋게고향행버스에올랐다

전남 17개 시도 중 14위로 부진

전남의 경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3

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81개등총 157개

의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2만8791점을

얻었다

애초목표(종합득점3만2015점)는커녕

전년도(12위종합득점 2만9746점)에도못

미치는부진한성적으로 경쟁시도로평

가받던전북(9위)강원(10위) 대전(11위)

광주(12위) 대구(13위)에 모두 밀리는 저

조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특히 고등부는

지난해(1만3341점)보다 성적이 급락(1만

1492점) 경기력 향상을위한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학일반부는 지난

해(1만6405점)에 비해 향상된 성적(1만

7299점)을올렸다

한전 럭비단의 경우 전국체전 3연패

(9496회)를달성한전력을감안 우승까

지 기대했지만 8강 탈락의 수모를 당했고

광양제철고 축구팀도 메달권 진입은 커

녕 1회전에서탈락해아쉬움을남겼다

광양시청(남자 일반부)곡성고흥군청

(이상여자일반부) 등을주축으로한전남

볼링도실망스러운결과를냈고지난해동

메달을획득했던순천여고정구부의예선

탈락 목포대배구부의부진등도성적하

락에영향을미쳤다

전남체육계안팎에서는획득한메달수

가지난해(143개)보다많았다는점에도불

구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온 종목에

대한체질 개선과학생선수육성및경기

력 향상 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목소리가거세다

광주 종합 12위 희망광주선수단

의경우지난해(11위) 성적에못미치지만

당초 목표(13위)를 뛰어넘는 성과를 올렸

다는점에서기분좋은분위기가선수단안

팎에서감지된다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46개 은메달 59

개 동메달 62개 등 167개의 메달을 확보

해 총득점 2만9943점을 기록했다 지난

1996년(77회 전국체전) 이후 18년만에가

장좋은성적을올린지난해(종합순위 11

위3만469점금메달 46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68개)와 엇비슷한 성과를 냈다는

게광주체육계의평가다

금메달 수로만 보면 지난 1988년(69회)

48개의금메달을획득한이후가장많다

고등부도 66개의 메달(금메달 16은메

달 30동메달 20)을 따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광주체고는 금메

달 12개은메달 24개동메달 13개를 획

득 6602점의종합득점을얻는등역대최

대 성적을 올리며 광주 선수단의 순위 상

승에한몫을했다

광주의경우또광주시청육상팀의역대

최고 성적(금 7동 3은 1 2관왕 2명) 효

자종목 양궁의 남자대학부 여자일반부

단체전의 활약에 검도레슬링체조 등도

종합순위 3위이내에드는등선전하면서

전력상승을이끌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아

산 일대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제 36회전국장애인체전이치러진

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육상최고성적양궁검도레슬링체조 선전

전남럭비볼링부진종목별경기력향상대책시급

전국체전 폐막광주 12위전남 14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