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손흥민

8일 유럽챔피언스리그 출격

토트넘 나폴리 조별 1차전

김민재

아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마수걸이 득점을 올리

지못한손흥민(30 토트넘)이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UCL) 무대에서 시즌 첫 골 사냥

에나선다.

토트넘은 오는 8일 오전 4시 영

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에서마르세유(프랑스)를 상대로 2

022-2023시즌 UCL 조별리그 D조

1차전을치른다.

손흥민과 토트넘에게는 3시즌만

의 유럽 최고 무대 복귀전이기도

하다. 토트넘은 2019-2020시즌 16

강을 끝으로 UCL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26 나폴

리)는 UCL데뷔전을치른다.

나폴리도 같은 날 오전 4시 홈인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

움으로 리버풀(잉글랜드)을 불러

들여A조 1차전을치른다.

연합뉴스

생활체육수영단 전국대회 맹활약

2022년 생활체육대축전 수영대회에 참가한 제주도생활체육수영선수단이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생활체육수영선수단이 전

국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

고대회신기록을달성하는등제주

생활체육의위상을높였다.

2022년 생활체육대축전 수영대

회가지난 3일부터 4일까지경기도

대부동에서 펼쳐진 가운데 제주도

생활체육수영선수단은 금4 은2 동

1등모두 4개의메달을기록했다.

이번 대회 중등부 자유형 접영 5

0m에 출전한 임동현은 26초10(자

유형), 28초01(접영) 등 각각 대회

신기록을달성하며 2관왕을 차지했

다.

여자 초등부 3부 배영 50m에 출

전한 나원영도 33초65으로 대회 신

기록을달성해금메달을거머줬다.

남자 초등부 2부 배영 50m에 출

전한 김창헌은 37초0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땄다.

남자 초등부 3부 평영 50m 최진

하(35초92), 성인 3부 배영 50m 박

태호(32초82)는 은메달을 획득했

다. 여자 초등부 2부 평영 50m 박민

서(43초39)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

다. 홍진혁 기자

더 뛰놀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열전

제16회 제주도교육감배 전도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탁구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16회 제주도

교육감배 전도 학교스포츠클럽 축

제를 다음달 2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일원 22개 경기장에서 개최한

다고 5일밝혔다.

이번 축제는 학교스포츠클럽으

로 더 뛰놀자를 슬로건으로 도내

초 중 고등학교 126개교 학생 4844

명이 20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

다. 학교 급별 참가 현황을 살펴보

면 초등학교의 경우 122클럽 1540

명, 중학교 149클럽 2160명, 고등학

교 91클럽 1144명이다.

종목은 △검도 △농구 △배구 △

배드민턴 △야구(연식) △족구 △

창작 댄스 △축구 △치어리딩 △탁

구△티볼△풋살△프리테니스△

플로어볼 △핸드볼 △피구 △줄넘

기 △테니스 △넷볼 △킨볼 등이며

초 중 고별 남자, 여자, 혼성부로

이뤄질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

병 매뉴얼도 마련돼 안내됐으며 참

가학생은 3회발열검사(자체 2회

현장 1회)를 통해대회에참가할수

있다. 우승팀의 경우 오는 11월 열

리는전국대회에출전할자격도주

어진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2022년 비

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도

오는 23일까지이어지고있다. 도내

950여명의 학생이 15종목에 참가

신청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이올바른인성과공동체의식함양

으로 체 덕 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학교스포

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 고말했다.

양경익 기자

서귀포시청 직장부 메달 사냥 성공

복싱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육상 이수정 포환 던지기 1위

제주 서귀포시체육회(회장 김태

문)가 수탁 운영 중인 서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과 육상팀

이 전국대회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

하며 제103회 울산전국체전에서의

선전을예고했다.

복싱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천중구국민체육센터 다

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한

국실업복싱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

대회에출전했다.

남일부 -64㎏급 강현빈은 8강에

서이재혁(수원시청)에게 5-0 판정

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지만 김광

태(충주시청)에 2-3 아쉬운판정패

를당하며 2위를기록했다.

팀 동료인 남일부 +91㎏급 박상

규도 4강에서 정의찬(충주시청)을

1라운드 기권승으로 제압한 뒤 결

승 무대에서 송화평(청양군청)에

게패배하며 2위를차지했다.

여일부 -57㎏급 정주형은 단독

출전으로 1위를기록했다.

육상팀이수정(여일부포환던지

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

지 전북익산종합경기장 육상경기

장에서 열린 농민사랑@2022전북

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

피언십대회에서 라이벌인 정유선

(안산시청, 15m36㎝)보다 1m5㎝

를 더 던져 16m41㎝를 기록하며 금

메달을목에걸었다. 김재연 기자

여자농구 U-18 아시아선수권

조별리그 현지사정에 연기

2022 국제농구연맹(FIBA) 18세

이하(U-18) 여자 아시아선수권대

회에 나선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일정이하루씩연기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5일 대표

팀이 오늘 오후 첫 경기를 치를 예

정이었지만 인도 현지 체육관 사정

탓에내일같은시간에경기를진행

하게됐다 고밝혔다.

방지윤 숙명여고 코치가 지휘봉

을 잡은 대표팀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함께 A조에 속해, 한국시간

으로 5일 오후 7시15분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칠 예정이었

다. 이 경기는 다음날인 6일 오후 7

시 15분에 열린다. 6일 오후 9시30

분과 7일오후 5시에예정됐던인도

전과호주전도모두하루씩밀려다

음날같은시간에열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