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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후회없는경기펼쳐주세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
수단을 응원하는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선수들을 격려하는 행
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도체육회 김동진 부회장과 김승민 스

포츠진흥본부장 등은 익산지역을 방문해 배
드민턴과 럭비, 유도, 세팍타크로, 레슬링 등
종목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동진 부회장은“전북체육의 위상을 높이

기위해 맹훈련중인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

고 고맙다”며“부상없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
이번 전국체전에서 후회없는 경기를 펼쳐달
라”고 당부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전주대학교를 방

문해 축구와 농구, 자전거, 검도, 씨름, 태권
도 등 전주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4일부

터 10일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펼쳐지며
이번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1600명(선수 1217
명·임원 383명)이 출전한다.

/장은성기자

송하진도지사에이어전북체육회김동진부회장

김승민스포츠진흥본부장등이종목선수들격려

유도선수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최지만(28·탬파베이
레이스·사진)이 시즌
16호 홈런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최지만은 18일(한국시

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
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의 원정경기에 1루수 겸 4번타자로

선발출전, 6회초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1-2로 끌려가던 6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서 세 번째 타석에 나온 최지만은 다저스의
불펜투수 페드로 바에즈의 5구째 한가운데
로 몰린 체인지업을 공략해 동점 홈런을 터
뜨렸다. 비거리 128m짜리 우월 홈런이다.
최근 3경기 만에 안타를 때려냈다. 지난 12

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2홈런을 친 후 6
일 만에 다시 손맛을 봤다.
최지만은 1회 첫 타석에서 1루수 앞 땅볼,

4회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뉴시스

MLB최지만, 시즌 16호솔로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이클 선수단이 재능
기부에 적극 나서고 있다.
LX 사이클 선수단은 18일 전주 벨로드롬에서

삼례중과 전라고 사이클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북 사이클 유망주 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
다.
이는 지역 사이클 유망주를 육성하고 국민체

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날 장선재 코치와 LX 사이클 선수단은 1대

1 맞춤형 훈련 등을 했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특히, 2006 도하 아시안게임 3관왕, 2010 광저

우 아시안게임 2관왕 등 현역시절 한국 사이클

을 대표했던 장선재 코치는 후배들에게 아낌
없는 격려를 쏟아냈다.
한편, LX 사이클팀은 지난달 열린 양양국제

사이클대회에서 8개 종목 중 5개의 금메달과 1
개의 은메달을 확보하는 등 국내 도로 사이클
의 최고봉임을 입증했다. /장은성 기자

LX 사이클선수단

재능기부‘앞장’ LA 다저스와의원정경기서

전북농아인체육대회

내일부터이틀간전주서

‘제39회 전라북도 농아인체육대회’가 20일
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주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화합
과 친선도모를 위함이다. 또한 사회체육 활
동을 통한 재활능력 함양 및 건전한 사회참
여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전라북도농아인협회(협회장 김상표)가

주최하고, 사)전라북도농아인협회 전주시지
회(지회장 송재승)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14
개 시· 군별 선수단 구성 및 시·군별 경쟁
방식에 의한 경기 진행을 추진 방침으로 하
고 있다.
대회 1일차에는 볼링, 배드민턴(남,여), 슐

런, 탁구경기가 열리고, 2일차에는 족구, 디
스크골프, 줄다리기, 고리던지기 등이 펼쳐진
다.
김상표 협회장 및 송재승 지회장은“전라북

도 농아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재활
의지를 고취시켜 긍정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를 조성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체육대회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자신감 회복, 그리
고 우수 선수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오전 11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사)전라북도농아인협회
관계자 및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
다. /장은성 기자

전라고학생등대상유망주교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을 응원하는 격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체육회 김동진 부회장 등이 익산을 방문해 종목 선수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