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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8인천시청)이 제98회 전국체육대

회에서통산 5번째로최우수선수(MVP)에뽑혔다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은 충북 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26일

투표로이번 대회에서경영5관왕에오른박태환을MVP로선출

했다

박태환은 총 유효표 54표 중 22표를 획득해 14표에 머문 육상

단거리 3관왕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을따돌렸다

여자 기계체조 4관왕인 윤나래(20충북 제천시청)가 11표 사

격황제진종오(38KT)가 3표로각각뒤를이었다

박태환은주종목인자유형200m400m에이어계영 800m 계

영 400m 혼계영 400m등 3개종목도석권했다

박태환이 전국체전에서 5관왕을 차지한 것은 20062008년 3

년연속에이어 이번이 4번째다

박태환은 2005년 20072008년 2013년에이어 5번째로체전

MVP의영예를 안았다 MVP 5회수상은역대최다기록이다

대회 준비 기간이 짧았던 탓에 박태환의 자유형 개인 200m와

400m우승 기록은저조했다

게다가목에든담증세로박태환은대회내내고전했다

그럼에도박태환은후배들과팀을이룬계영종목에모두나서

계영 800m에서 한국신기록(7분 19초 37) 계영 400m와 혼계영

400m에선각각대회신기록을 작성하고우승해이름값을했다

박태환은대회최종일인 26일혼계영 400m에서전국체전개인

통산 30번째 금메달을목에걸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부터 충북 일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체

육인들의축제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열

전을뒤로하고 26일폐막했다

종합순위에서경기도가 16년째 1위를차지했다

13위를 목표로 내걸었던 광주선수단은 14위로

대회를 마감했고 12위를 목표한 전남선수단도 13

위에 올랐다

광주선수단은금메달 51개 은메달 49개 동메달

62개로총162개의메달을획득해14위를기록했다

금메달 수로만 보면 지난 1986년 광주가 광역시

로승격이후가장많은금을획득했으나지난 97회

대회의총메달갯수 167개(금 46개 은 59개 동 62

개)에비해갯수는떨어진다

또 2만9942점으로 13위를 기록했던 전년도 체전

에비해 1355점이부족한 2만8587점을작성했다

한국 육상 간판김국영의 활약을 비롯해 정혜

림 김덕현 배찬미(이상 광주시청) 등의 선전으로

개인기록종목에서는괄목할만한성과를이뤘다

양궁에서 최민선의 세계타이기록 수립 여자 평

영종목 백수연(광주체육회)의 3관왕 등 풍성한 기

록들도이어졌다

하지만 단체종목에서 부진이 순위 향상에 걸림

돌이됐다

메달권으로 기대했던 축구(숭일고)와 배구(조선

대) 야구(동성고)와그나마 히든카드로여겼던검

도(광주북구청조선대)도 예선에서 탈락하며 기대

만큼의점수를얻어내지못했다는평가다

홍은주광주체육회전문체육팀장은 개인및기

록경기에서는 전년에 비해 월등한 성적이 나왔지

만단체전에서만족할만한성적을내지못했다

대진운을 탓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대회를 위해

더욱매진하겠다고말했다

전남선수단은목표했던순위에는미치지못했지

만 전년에 비해 종합성적 증가율이 월등히 향상된

시ㆍ도에 주어지는 성취상을 수상하며 지난 대회

에 비해 경기력면에서는 상승됐다는 평가를 받았

다

또 지난해 메달 획득수 (금 33개 은 43개 동 81

개)보다 대폭향상된총170개(금 47개 은 55개 동

68개)를 차지했고 종합점수는 전년도(2만8791점)

대비 1947점상승종합점수 3만0738점을획득하며

종합순위 13위를달성했다

전남수영간판스타원영준(전남수영연맹)의 2관

왕에 이어 핀수영 김보경의 2관왕 자전거 정설화

(전남미용고)의 3관왕 등이 전남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았다

요트에서는 전남이 제85회 전국체전 이후 13년

만에종합점수 1967점으로종합우승(금 1 은 3 동

1)을차지해전남선수단의저력을과시했다

하지만 전남도 세팍타크로(순천전자고)와 럭비

(한국전력공사)의 금메달을 제외하고는 단체경기

종목의성공적인성과를찾기힘들다

박경채 전남체육회 전문체육팀장은 단체종목

에 경우 초중고 운동부와 연계한 육성이 가능하

나 소도시로 구성된 전남의 경우에는 육성이 힘든

게 사실이다며 추후 연계방안과 지원책들을 내

놓을계획이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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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종목 부진에광주 14위전남 13위

광주육상양궁서풍성한수확축구야구배구등기대못미쳐

전남종합성적증가율대폭늘어성취상수상목표순위는미달

26일오후충주종합운동장에서제98회전국체육대회폐회식이열리고있다

수영 5관왕박태환 5번째MV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