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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4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제98회 전

국체육대회에서 광주와 전남선수단의 메

달행보는계속되고있다

광주선수단은23일카누의김규명(국민체

육진흥공단)의금메달로하루를시작했다

카누 남자 일반부 C1200m 결승에 출

전한 김규명은 4069초의 기록으로 2위인

최지성(충남)을 037초 차이로 꺾고 금메

달을목에걸었다

김규명은 지난 21일 C110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관왕을 기록중이

다

수영의백수연(광주체육회)은개인신기

록과대회 3연패를동시에거머쥐었다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평영 1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던

백수연은 200m에서도 2분25초42로 금메

달을따냈다

육상간판김국영(광주시청)도 2관왕

에성공했다

김국영은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

상남자일반부경기에서 20초90의 기록으

로금메달을기록했다

전날 100m(10초 03)에 이은 두 종목 연

속석권이다

대회 2관왕을 달성한 김국영은 남은

400m계주와 1600m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노리겠다며대회MVP에대한욕심을내

비치기도했다

조정에서는 싱글스컬에 출전한 광주체

고채세현(3년)이금메달을따냈다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 대

회 결승에서 채세현은 8분09초41을 기록

2위인 유자경(서울체고)을 2초18차로 꺾

고우승했다

167cm의키에 63kg로다른조정선수들

보다는왜소하다는평가를받는채세현이

지만지난 9월에열린 kwater 배대회에

서도우승하는등저력있는선수로평가받

고있다

광주체육회 관계자는 당구와 궁도 등

에서 종합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

고 있다 점수가 많은 단체전에서 선전해

준다면좋은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중간

평가했다

전남선수단에도한국신기록이나왔다

청주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배영

100m에 출전한 원영준(전남수영연맹)이

종전기록 012초를앞선 54초29로한국신

기록을수립했다

원영준은 24일 자신의 주종목인 배영

50m에서대회 2관왕을노린다

자전거 여제 정설화(전남미용고)는 개

인스프린트에서우승했다

정설화는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

기 12위전에서박수란(경남)을 꺾고 금메

달을목에걸었다 정설화는지난 500m와

단체스프린트 우승에 이어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사격남자일반부더블트랩출전한정윤

균(전남사격연맹)은 베테랑답게 720점으

로대회신기록을수립하며금메달을목에

걸었으며사격남자대학부 단체전에 출전

한 정수환 박창춘(동신대) 고은석 김모

세(한국체대)가 1722점으로공기권총부별

에서 12년만에은메달을획득하는쾌거를

달성했다

기록과 개인대진경기들은당초계획대

로가고있지만단체대진경기에서더분투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다 마지

막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23일 오후 6시 현재 광주선수단은 금메

달 33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38개를따냈

고전남선수단은금 26개 은 32개 동38로

메달경쟁을이어가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체육회

궁도팀이단체전과개인전에서각각금메

달을획득했다 <사진>

최재훈(57) 홍영(54) 신용식(59) 윤일

현(53) 김연수(50) 고칠석(48) 김수교

(37) 등 7명으로 구성된 광주궁도팀은 21

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충북 괴산군 사호

정에서 진행된 단체전 결승에서 110점을

쏘아내금메달을획득했다

궁도의 경우 1순(5발)을 모두 관중(명

중)시키면 몰기라 칭하는데 김연수는 5

회 동안의 경기에서 단 한발의 화살도 과

녁을 비켜나가지 않아 5몰기(25점)를 성

공해개인전에서도금메달을획득했다

김연수는 2011년 안산체전에도 25점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11년 2012년2015년

체전에이어이번대회까지총 4회우승한

실력자다

박범청 광주궁도팀 감독은 이번 대회

를 통해 광주궁도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연습에 매진해준 선수들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우승의 기쁨을 전했

다

광주궁도팀은대한궁도협회주최로오

는 11월 나주에서열리는선수권대회에서

다시한번실력을과시할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3일오후충주종합운동장에서열린제 98회전국체육대회육상남자일반부 200M 결

선 김국영(광주)이 질주하고있다 김국영은 20초 90로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해금

메달을목에걸었다 연합뉴스

광주김국영김규명2관왕전남정설화3관왕

광주수영백수연대회 3연패조정채세현금메달

전남배영 100 원영준한국신사격 정윤균대회신

광주체육회궁도팀단체개인전금명중

<육상> <카누> <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