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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여제

이상화(스포츠

토토)가 대한민

국을울렸다

이상화는 지

난 18일 강릉스

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스

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 출전했

다 이상화에게는 2010 밴쿠퍼 올림픽과

2014 소치올림픽에이은올림픽 3연패도

전경기였다

이날 전체 16조 중 15번째 조에서 경기

를 펼친 이상화는 37초33에 질주를 끝냈

다 그러나 앞서 14조에서 먼저 경기를 마

친일본고다이라나오의 36초94에 039초

뒤진기록이었다

마지막조의경기가끝나고은메달이확

정되자 이상화는 태극기를 든 채 펑펑 눈

물을쏟으며링크를돌기시작했다 늘 당

당하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던

빙속여제가 얼굴을감싸고눈물을흘리

는모습은경기를지켜보던이들의마음도

함께울렸다 관중석에서는 울지마! 울지

마!라는외침이쏟아졌다

이상화의 눈물은 금메달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은 아니었다 많은 어

려움을 이겨내고 올림픽 세 번째 메달을

걸었다는것에대한기쁨의눈물이었다

안방에서열리는동계올림픽에서기위

한 과정은 험난했다 무릎 부상으로 고전

했던 이상화는 그에 따른 하지 정맥류 악

화로 수술까지 받는 등 부상에 시달렸다

악조건 속에서 그는 3개 대회 연속 메달

(금2은1)을 이루며 동계올림픽 역사에

한획을그었다

여기에값진은메달순간을더욱감동스

럽게만든장면이있었다 새로운챔피언

고다이라가연출한장면이었다

응원해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우

승세러모니를하던고다이라가자신의뒤

에있던이상화에게다가갔다고다이라가

한국말로 잘했어라는 말을 건네고 두

팔을벌리자이상화는고개를기울여고다

이라에게 기댔다 이후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댄 채 함께 링크를 돌면서 감동을 더했

다 <사진>

평창동계올림픽을앞두고치열한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두 사람은 멋진 승부가

끝난 뒤에는 친한 동료로 돌아가 서로를

위로하고축하하며이번올림픽의명장면

을연출했다

고다이라는앞서자신의레이스가끝난

뒤에도인상적인장면을남겼다고다이라

가이날작성한기록은이상화가보유하고

있던37초28의올림픽기록을넘어선신기

록이었다 이에관중석에서는고다이라를

응원하는 팬들의 함성이 이어졌다 그러

자고다이라는검지손가락을입에가져다

가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다

음조에서경기를준비하고있던이상화에

대한배려였다

이상화는 19일 강릉올림픽파크코리아

하우스에서열린 기자회견에서다시씩씩

한 이상화로 돌아왔다 이상화는 올림픽

전에도 말했듯 전설적인 선수로 남고 싶

다고 말한 뒤 남았죠 뭐라고 말해 취

재진을웃겼다

하지만전날경기에대한이야기가나오

자 지금도 울컥해서 눈물을 흘릴 것 같

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상화의

눈물과 전현 챔피언의 동행이 전세계에

올림픽의감동을전해줬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여제의 눈물

국민 울렸다

올림픽 3연패도전 빙속 여제 이상화 500m 은메달

안방올림픽위해은퇴미루고무릎부상수술과사투

18일오후강원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열린2018 평창동계올림픽스피드스케이팅여자500m경기에서은메달을획득한이상화가눈물을흘리고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소셜기자단이 19일 시청 2층무등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등광주의크고작은소식을국내외에 알리는역할

을하게된다 광주시제공

광주시소셜기자단발대

광주시는 정종제(사진) 행정부시장이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업무에들어간다고 19일밝혔다

정 행정부시장은 즐겁게 일하면서 인

정받는 공무원이 되는 노하우를 담은

국장님의 서랍을 출간하기도 하는 등

직원상하간에신망이두텁다광주시에

근무한경험이있어시정에대한폭넓은

이해도가강점이라는평가다

완도출신인신임정행정부시장은광주

인성고와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

고지난1988년행정

고시(32회)에 합격

총무처에서 공직생

활을시작했다

1990년부터 2004

년 말까지 광주시

에서계장과장국

장등을역임한뒤행정자치부로자리를

옮겨자치행정팀장선진화기획관안전

정책국장 재난관리실장 등 중앙부처에

서요직을거쳤다 오광록기자 kroh@

정종제광주시행정부시장취임

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536대를

민간에보급한다

광주시는 19일 전기자동차민간보급

대상인 승용 517대와 초소형 19대를 포

함한 총 536대에 대해 20일부터 모집공

고를 통해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고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 거주자 중 시

민 단체사업장이위치한기업단체등

누구나가능하며 차량출고순으로보급

할계획이다

보급 대상 차종은 ▲기아 레이

(RAY) 쏘울(SOUL) 닛산 리프

(LEAF) 르노삼성 SM3 테슬라 모델S

시리즈(3종) 현대 아이오닉 BMW i3

한국GM 볼트 EV 등 승용전기차 13종

▲르노삼성트위지대창모터스다니고

쎄미시스코D2 등초소형전기차 3종등

이다

승용전기차 1대당 보조금은 최대

1900만원으로 국비는 최대 1200만원까

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시

비는 광역시 중 최대 금액인 7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

행하기위해보조금집행방식을차량이

출고되는순서를적용한다 보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에차량이출고되지않을경우신청자의

보조금선정지원이가장후순위로변경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20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www

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신청서

식을내려받아작성한후본인이선택한

전기자동차제작판매사대리점에서류

를제출하면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전기차신청하세요

오늘부터 536대 모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