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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신기리고민주성지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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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전국의 마라

톤마니아들의질주가시작된다

호남 마라톤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제53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 대회가

오는 4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

광장에서열린다

31절 마라톤은 광주일보와 아시아문

화가 주최하며 광주육상경기연맹 마라

톤세상이공동주관한다 또광주시와전

남도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주시선거관

리위원회가후원한다

이번대회는전년도와마찬가지로시외

참가자의이동등의편의를고려해 31절

기념일이있는주일요일에진행된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이번

대회는 현대사의 아픔을 함께한 민주와

인권의도시광주 518민주화운동의심

장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

청)을출발해호남의젖줄영산강변을따

라달리는코스로치러진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주행로를 지나

영산강변을 달리며 봄기운 충만한 자연

과 함께할 수 있는 31절 마라톤의 진행

코스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

서 명품코스로각광을받고있다

풀코스(42195)와 하프코스(210975

)로 나눠진행되는이번대회는 8시 30

분 풀코스출발을알리는총성으로시작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을

출발한 풀코스 참가자들은 도심의 심장

부인금남로와충장로 중앙로를통과한

후 풍암저수지 사거리를 지나 영산강 길

로향한다

이어 승촌보를넘어나주 노안의반환

점을 돌아 결승점인 상무시민공원으로

스퍼트를펼친다

오전 8시 35분에출발하는하프코스는

서창교를 지나 상무시민공원으로 들어

오는코스로진행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질주를 위해 행사장

곳곳에 구급차가 배치되고 약 225

간격의주행코스에는생수등의음료

와간식이제공된다

페이스메이커인 광화문마라톤모임

과 레이스 페트롤 요원인 노란 자전거

도마라토너들과함께한다

기록에 대한 시상은측정용칩을이용

해 부문별 1위부터 45위까지 진행된다

대회 현장에서는 1위3위까지만 시상

식을치른다

개인기록은대회종료후휴대폰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결승점에 골인한 모

든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이 제공된

다

풀코스 남여 우승자들에게는 상장

트로피와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

로 주어진다 2위는 40만원 3위는 30만

원 4위와 5위에게는각각 20만원의상금

이수여된다

하프코스 우승자는 상장과 트로피 및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2위와 3위에

게는 20만원 4위와 5위는 10만원의상금

이각각주어진다

20인 이상의 참가 단체를대상으로단

체상 시상도 이뤄진다 단체상은 참가자

수가많은단체순서로풀코스 2점 하프

코스 1점을배정 합산해순위를정한다

1위팀은 5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

원 4위 20만원 5위부터 10위까지는 각

각 10만원의상금이수여된다

또 부부가나란히대회에참가해완주

할경우 원앙부부상이특별시상되고전

체참가자중 53명을사전추첨해행운상

을 가장멋지게달리거나골인한참가자

에게는포토제닉상을시상할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대회 당일인 4일 오전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겠으나 차츰 흐려

져오후들어비가내릴것으로예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일 오전 8시 30분부터 문화전당 518민주광장서 풀코스하프코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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