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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전역대최고성적…광주선수단성과보고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성

적을일궈낸광주선수단이7일광주시장

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성과보고회(해단

식)를열었다. <사진>

광주선수단은모두22개종목에선수단

403명이참가해금메달 56개, 은메달 45

개,동메달66개등모두 167개메달을따

냈다.이는역대최다메달이다.광주선수

단은 종합득점 9만7233점으로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이 점수는 제36회 대회에

서채점체계가바뀐이후최고다.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시

의장, 오승현 부교육감 등과 선수단 400

여명이참석했다.

시상식에서양궁협회와골프협회가우

수단체상과포상금을받았고,역도연맹은

성취상, 볼링협회와 테니스협회, 수영연

맹에게는도전상과포상금이전달됐다.

역도남자-80kg체급에서3관왕을달

성한박광혁은금메달리스트를대표해포

상금을 받았다. 남자 트랙 독주 1km ,

남자 개인도로 독주 30km, 75km 에서

각각은메달3개를목에건박영관은은메

달대표, 여자 자유형 50m, 100m, 400

m, 여자계영 400m 에서각각동메달을

목에걸며총4개의동메달을획득한김초

롱은동메달대표로포상금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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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광주시민체육대회9~10일13개경기장서개최

14개종목별경기등2500여명참가건강다지고화합도모

시민화합한마당인광주시민체육대회가9일개막한다. 지난해열린대회의배구경

기. <광주시체육회제공>

광주시체육회는 9~10일광주여대유니

버시아드체육관,빛고을체육관,보라매축

구장, 동림다목적체육관 등 13개 경기장

에서 제31회 광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

한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의건강증진과화합

을다지기위한행사다.

시체육회가 주최하고 5개구 체육회와

종목단체가주관하는시민체육대회에는

검도, 게이트볼, 농구등 14개 종목별경

기와 2인3각,단체줄넘기등구별화합경

기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생활체육 동호

인2500여명이참가한다.

올해부터는 엘리트 선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종목의 요강을 변경하는 등

문호를 넓혔다. 육상은 400m릴레이와

800m릴레이에, 배드민턴은 혼합복식에

엘리트선수들과동호인들이함께출전할

예정이어서흥미를더할전망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통합 이후

한마음 체육대회가 시민 생활체육대회

로, 또다시 시민체육대회로 거듭 발전해

가고 있다며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광

주가세운역대최고의성과에이어시민

체전도 잘 준비해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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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직업체험하세요

광주시체육회 11일부터인턴십프로그램

광주시체육회가체육인을대상으로생

활체육지도자직업체험기회를제공하기

위해인턴십프로그램을운영한다.

오는 11일부터다음달 6일까지광주에

서취업을준비중인체육인인력풀등록

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

이다. 5개구체육회생활체육프로그램사

업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는프로그램이다.

시체육회는 지난 4~5월 국가공인자격

인스포츠지도사필기시험대비무료강좌

를 실시하여 응시자의 85%가 합격하는

성과를거뒀다.그중인력풀에등록된구

직희망자들에게개인별맞춤형취업정보

를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왔

다.

시체육회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제공할것이라며 내년에도체육

인인력풀에대한취업지원사업을지속

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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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생활체육동호인한마당열린다

임성재 단장추천선수로프레지던츠컵출전

2018-2019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상 수상자 임성재(21 사진)가

12월호주멜버른에서열리는프레지던츠

컵에출전한다.

인터내셔널팀단장어니엘스(남아공)

는 7일 추천 선수로 임성재를 가장 먼저

호명했다.

임성재 외에 호아킨 니만(칠레), 애덤

해드윈(캐나다),제이슨데이(호주)가엘

스단장의추천을받았다.

프레지던츠컵은미국과인터내셔널팀

의 남자 골프 대항전으로 격년제로 열린

다.

인터내셔널팀에는이미마크리슈먼(호

주),마쓰야마히데키(일본),루이우스트

히즌(남아공), 애덤 스콧(호주), 에이브

러햄 앤서(멕시코), 리하오퉁(중국), 판

정쭝(대만),캐머런스미스(호주)가자력

으로출전을확정했고이날단장추천을받

은4명까지 12명으로구성된다.

올해 인터내

셔널은엘스단

장과 최경주

(49)와제프오

길비(호주),트

레버 이멀먼

(남아공),마이

크 위어(캐나

다)로 구성된

부단장들이 팀

을이끈다.

임성재가올해프레지던츠컵출전을확

정함에따라한국선수들은2015년부터3

회연속프레지던츠컵에나가게됐다.

인천에서 열린 2015년 배상문이 단장

추천을받았고미국의홈경기였던 2017

년에는김시우(24)가자력으로출전권을

확보했다. 올해프레지던츠컵은 12월 12

일부터 1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