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인은 마침내 2017년 8월 시즌 첫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그는 8월 27일 이탈리아 아르코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 여
자부 리드 경기 결승에서 38번째 홀드에서 경기를 마무리하면
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김자인은 IFSC 월드컵 통산
리드 부문에서 2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월드컵 리드부문
여자부 역대 개인 통산 최다 우승자로 기록됐다.
김자인은 지난 2015년 10월 중국 우장에서 열린 IFSC 스포
츠클라이밍 리드 월드컵 6차 대회 결승에서 우승해 오스트리
아 출신의 안젤라 아이터(은퇴)가 2011년 기록했던 기존 월드
컵 리드부문 개인 통산 최다우승(25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2016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김자인은
마침내 월드컵 4차 대회 금메달로 역대 최다우승의 기쁨을 맛
봤다.
2007년부터 월드컵 리드 부문에 출전한 김자인은 2009년
첫 금메달을 차지한 이후 2010년 5회 우승, 2011년 5회 우승,
2012년 3회 우승, 2013년 4회 우승, 2014년 4회 우승, 2015년 3
회 우승에 이어 이번 금메달로 월드컵 리드 부문 여자부 통산
26번째 ‘금빛 포효’에 성공했다. 김자인은 “2014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도 울었지만, 이번처럼 펑펑 운 적은 처
음”이라며 “우승만을 위해서 클라이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번만큼은 대기록 달성을 위해 우승이 간절했다. 그동안
쏟았던 노력의 보상이 찾아왔다.”고 기뻐했다.
김자인은 뛰어난 성적뿐만 아니라 선행으로도 칭찬을 받았
다. 2017년 5월 맨손으로 555ｍ 높이의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반에 성공했다.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인공 손잡이(홀드)를 설
치하지 않고 건물의 자체 구조물과 안전 장비만을 이용해 1층
부터 123층까지 올랐던 것이다.
이로써 김자인은 세계 여성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을 맨손
으로 등반한 주인공이 됐다. 등반에 따른 수익금 중 잠실 롯데
월드타워 높이와 똑같은 555만원을 2017년 8월 성북구 월곡종
합사회복지관에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탁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2017.10.20~26, 충북)
제98회 전국체육대회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충
주와 청주를 비롯한 충청북도 일대에서 열렸다. 전국 17개 시
도에서 온 선수 1만8천784명, 지도자 6천346명 등 총 2만5천
여 명의 선수단이 46개 종목(정식 45·시범 1)에 참가해 소속
팀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쳤다.
일주일간의 열전에서 경기도가 총 득점 6만2천578점을 획
득해 개최지 충청북도(5만811점)를 따돌리고 종합 우승을 차지
했다. 경기도는 전국체전 16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대회를 빛낸 최우수선수(MVP)에는 수영 남자일반부 5개 종
목을 석권한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인천시청)이 선정됐다.
박태환은 2005년, 2007∼2008년, 2013년에 이어 전국체전 역
대 최다 MVP 수상 기록을 5회로 늘렸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박태환은 계영 800ｍ에서 인천대표가 7
분19초37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는 데 앞장선 것을 비

▲ 10월 26일 오후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박태환(인천시청)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해 자유형 200ｍ·400ｍ·계영 400ｍ·혼계영 400ｍ까지
5관왕을 달성했다. 그가 전국체전에서 5관왕을 차지한 것은
2006∼2008년 3년 연속에 이어 4번째였다.
이 대회에서는 박태환을 비롯한 각 종목의 강자들이 정상
에 오르며 ‘이름값’을 해냈다. ‘사격 황제’ 진종오(부산·KT)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올림픽 3연패를 이룬 주 종목
인 50ｍ 권총에서 체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10ｍ
공기권총에서는 244.8점의 비공인 세계기록으로 체전 7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펜싱 여자 사브르의 간판 김지연(전북 익산시청)은 개인전
결승에서 양예솔(광주·호남대)을 물리치고 우승한 데 이어 단
체전에서 전북 선발팀의 우승을 이끌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우리나라 대표 ‘인간 탄환’ 김국영(광주광역시청)은 100ｍ,
200ｍ, 400ｍ계주를 휩쓸어 3관왕에 올랐다. 김국영은 100ｍ
결승에서 10초 03을 기록하고도 기준 풍속(초속 2ｍ)을 넘은
강한 뒷바람(초속 3.4ｍ) 탓에 아쉽게 한국신기록으로 공인받
지 못하고 ‘참고 기록’으로만 남았다.
태권도의 간판스타 이대훈(강원·한국가스공사)은 남자일반
부 68㎏급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17 세계선수권대회 우
승과 MVP를 거머쥔 이아름(경기 고양시청)은 여자 57㎏에서
대학 시절을 포함해 6년 연속 우승해 국내 최강자임을 재확인
했다.
자전거의 나아름(경북 상주시청)은 박태환과 더불어 이 대
회 두 명뿐인 5관왕으로 이름을 날렸다. 한국 다이빙의 미래
김수지(울산광역시청), 여자 기계체조의 윤나래(충북 제천시청)
등 4관왕도 7명 탄생했다.
세계무대를 호령하면서도 국내 최강자를 가리는 체전에서
는 긴장과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삐끗’한 선수들도 있
었다.
리우 올림픽 남자 양궁 2관왕 구본찬(제주·현대제철)은 남
자일반부 개인전 32강에서 김현(충남 공주시청)에게 1 대 7로
져 탈락했다. 구본찬은 올림픽 2관왕 달성 직후 출전한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이어 2년 연속 체전 32강전에서 돌아섰다.
2017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 66㎏급 우
승을 차지한 류한수(대구·삼성생명)는 그레코로만형 7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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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결승에서 박대건(제주특별자치도청)에게 판정패했다. 류
한수는 전국체전에서 2013∼2015년 66㎏급, 지난해 71㎏급에
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나 이번 대회에선 메달권에 들지 못
했다.
리우 올림픽에서 개인전 결승의 대역전극으로 ‘할 수 있다’
신드롬을 일으킨 펜싱 남자 에페의 간판 박상영(한국체대)도
개인전 첫 경기인 예선에서 김상민(울산광역시청)에게 패해
탈락했다. 그는 경남 선발팀의 일원으로 출전한 예선에서도
첫 경기에서 화성시청에 져 두 종목 모두 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순위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메달합계

1

경기

62,585

143

135

138

416

2

충북

50,808

57

69

104

230

3

서울

49,726

102

82

116

300

4

경북

44,091

72

83

94

249

5

경남

38,580

60

60

93

213

6

충남

37,921

52

56

76

184

7

인천

37,064

48

66

94

208

8

부산

36,785

68

55

76

199

9

대구

34,142

47

57

73

177

10

강원

33,666

69

63

107

239

11

전북

32,453

44

47

79

170

12

대전

31,876

48

42

71

161

13

전남

30,734

47

55

68

170

14

광주

28,583

51

50

63

164

15

울산

17,773

53

28

46

127

16

제주

11,121

17

27

36

80

17

세종

6,109

5

7

8

20

584,017

983

982

1,342

3,307

합계

전국체전 전적
◆ 검도(10.21~24,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
[고등부] 서울 선발팀
[대학부] 경기 용인대
[일반부] 창원시청

•동 69㎏급 문진우 •동 76㎏급 이기환 •동 85㎏급 박정우
•동 91㎏급 반학수 •동 97㎏급 강현수 •동 120㎏급 임태호
•그레꼬로만형 46㎏급 이효빈 •동 50㎏급 임태우 •동 54
㎏급 원동혁 •동 58㎏급 박상준 •동 63㎏급 박민성 •동 69
㎏급 김정민 •동 76㎏급 이승환 •동 85㎏급 최종원 •동 91
㎏급 권정율 •동 97㎏급 조영준 •동 120㎏급 임태호
[여자고등부] •자유형 48㎏급 천미란 •동 51㎏급 임해영
•동 55㎏급 박은영 •동 59㎏급 성화영 •동 63㎏급 박혜민
•동 67㎏급 김지수 •동 72㎏급 박진주
[남자대학부] •자유형 57㎏급 조민수 •동 61㎏급 박상민
•동 65㎏급 박수현 •동 70㎏급 한대길 •동 74㎏급 서범규
•동 86㎏급 김형원 •동 97㎏급 한현수 •동 125㎏급 김경민
•그레꼬로만형 55㎏급 손희동 •동 59㎏급 정한재 •동 66
㎏급 정도경 •동 71㎏급 강보성 •동 75㎏급 이승환 •동 85
㎏급 이종연•동 98㎏급 김상웅 •동 130㎏급 이승찬
[남자일반부] •자유형 57㎏급 김성권 •동 61㎏급 윤준식
•동 65㎏급 전태진 •동 70㎏급 이승봉 •동 74㎏급 공병민
•동 86㎏급 김관욱 •동 125㎏급 남경진 •그레꼬로만형 59
㎏급 김상래 •동 66㎏급 이지연 •동 71㎏급 이정근 •동 75
㎏급 박대승 •동 80㎏급 김현우 •동 85㎏급 강래구 •동 98
㎏급 이세열 •동 130㎏급 김민석
[여자일반부] •자유형 48㎏급 이유미 •동 53㎏급 김형주
•동 55㎏급 이신혜 •동 58㎏급 김경은 •동 63㎏급 최지애
•동 69㎏급 서희정 •동 75㎏급 박채린
◆ 농구(9.21~24, 10.21∼26, 신흥고 체육관, 청주체육관)
[남자고등부] 삼일상고
[여자고등부] 숭의여고
[남자일반부] 국군체육부대
[여자일반부] 김천시청
◆ 배구(10.21∼25, 세명대 체육관, 제천중 체육관, 대원디
민송체육관)
[남자고등부] 제천산업고
[여자고등부] 중앙여고
[남자대학부] 인하대
[남자일반부] 국군체육부대
[여자일반부] 포항시체육회

◆ 골프(10.23~26, 아트밸리CC)
[남자일반부] •단체전 전북선발 •개인전 손기현 •단체전
(해외) 재미선발 •개인전(해외) 유수민
[여자일반부] •단체전 경기선발 •개인전 유해란 •단체전
(해외) 재일선발 •개인전(해외) 현지가

◆ 배드민턴(10.8~13, 호암체육관)
[남자고등부] •개인복식 강민혁 김원호 •단체전 경기선발
[여자고등부] •개인복식 심유진 이예나 •단체전 범서고
[남자대학부] •개인복식 박경훈 김정호 •단체전 한국체대
[여자대학부] •개인복식 윤태경 이승희 •단체전 한국체대
[남자일반부] •개인복식 김기정 정재욱 •단체전 삼성전기
[여자일반부] •개인복식 김소영 이소희 •단체전 MG새마
을금고

◆ 레슬링(10.21~26, 호암 제2체육관)
[남자고등부] •자유형 46㎏급 나홍길 •동 50㎏급 박현주
•동 54㎏급 조현수 •동 58㎏급 한상호 •동 63㎏급 최경용

◆ 복싱(10.21~26, 호암체육관)
[남자고등부] •핀급 윤태근 •라이트플라이급 서태훈 •플
라이급 이희섭 •밴텀급 최도현 •라이트급 전성재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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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터급 곽동현 •웰터급 김평중 •미들급 배승현 •라이트헤
비급 김택민 •헤비급 이윤택
[남자대학부] •라이트플라이급 조세형 •플라이급 김원호
•벤텀급 함상명 •라이트급 김두래 •라이트웰터급 박원빈
•웰터급 임현철 •미들급 박진훈 •라이트헤비급 김종진
[남자일반부] •라이트플라이급 이예찬 •플라이급 김인규
•밴텀급 이명관 •라이트급 홍인표 •라이트웰터급 김강태
•웰터급 신명훈 •미들급 김정우 •라이트헤비급 김동회 •
헤비급 김형규 •슈퍼헤비급 허진호
[여자일반부] •플라이급 장은아 •라이트급 오연지 •미들
급 선수진
◆ 사격(10.21~25, 청주종합사격장)
[남자고등부] •공기권총 개인 신옥철 •공기권총 단체 대
전대신고 •공기소총 개인 황세영 •공기소총 단체 대전체고
[여자고등부] •공기권총 개인 유현영 •공기권총 단체 충
북선발•공기소총 개인 금지현 •공기소총 단체 서울선발
[남자대학부] •공기권총 개인 김민수 •공기권총 단체 광
주선발 •공기소총 개인 김경수 •공기소총 단체 서울선발
[남자일반부] •50m 권총 개인 진종오 •공기권총 개인
진종오 •공기권총 단체 충북선발 •50m 소총 복사 천민호
•50m 소총 3자세 김종현 •공기소총 개인 박성현 •공기소
총 단체 충남선발 •속사권총 송종호 •스탠다드권총 김진일
•센터파이어 김영민
[여자일반부] •25m 권총 김민정 •공기권총 개인 김민정
•공기권총 단체 충북선발 •50m 소총 복사 김유연 •50m
소총 3자세 배상희 •공기소총 개인 이은서 •공기소총 단체
울진군청
[일반부] •트랩 개인 이영식 •스키트 개인 이종준 •러닝
타겟 10m 정원채 •더블트랩 정윤균 •트랩 단체 울산광역시
북구청 •스키트 단체 경남선발
◆ 자전거(10.20~26, 음성종합운동장, 제천산악자전거경기
장, 충북 일원)
[남자고등부] •단체스프린터 경북선발 •스프린트 오민재
•마운틴바이크 김민오 •3㎞ 개인추발 장훈 •4㎞ 단체추발
경기선발 •1㎞ 개인독주 박현오 •경륜 박건 •스크래치 박
영균 •도로개인독주 25㎞ 김유로 •개인도로 김유로
[여자고등부] •단체스프린터 전남선발 •스프린트 정설화
•500m 독주 정설화 •2㎞ 개인추발 김혜수 •4㎞ 단체추발
연천고 •경륜 김혜수 •20㎞ 포인트레이스 김민화 •스크래
치 오은수 •도로개인독주 15㎞ 신지은 •개인도로 김나연 •
개인도로 단체 전북체고
[남자일반부] •단체스프린터 울산광역시청 •스프린트 박
제원 •마운틴바이크 권순우 •4㎞ 개인추발 박상훈 •4㎞ 단
체추발 서울특별시청 •1㎞ 개인독주 임채빈 •경륜 박제원
•30㎞ 포인트레이스 최형민 •스크래치 박건우 •도로개인
독주 45㎞ 최형민 •개인도로 장경구 •개인도로 단체 서울특
별시청
[여자일반부] •단체스프린터 대구광역시청 •스프린트 이
혜진 •500m 독주 이혜진 •3㎞ 개인추발 나아름 •4㎞ 단체

추발 경북선발 •경륜 김원경 •24㎞ 포인트레이스 구성은 •
스크래치 김유리 •도로개인독주 25㎞ 나아름 •개인도로 나
아름
◆ 수영 경영·다이빙(10.21∼26, 청주실내수영장)
[남자고등부] •자유형 50m 이상수 •자유형 100m 장동
혁 •자유형 200m 이호준 •자유형 400m 이호준 •자유형
1500m 이유연 •배영 50m 조재승 •배영 100m 김승현 •배
영 200m 강현수 •평영 50m 김한준 •평영 100m 최동열 •
평영 200m 조성재 •접영 50m 김준영 •접영 100m 박정훈
•접영 200m 박정훈 •개인혼영 200m 김민석 •개인혼영
400m 김민석 •혼계영 400m 서울선발 •계영 400m 서울선
발 •계영 800m 서울선발 •스프링보드 1m 김지욱 •스프링
보드 3m 김영택 •싱크로다이빙 3m 김지욱 이재경 •싱크로
다이빙 10m 김지욱 이재경 •플랫폼다이빙 정연재
[여자고등부] •자유형 50m 신정현 •자유형 100m 김도
은 •자유형 200m 조현주 •자유형 400m 한다경 •자유형
800m 한다경 •배영 50m 이현지 •배영 100m 김지서 •배영
200m 이도륜 •평영 50m 김나윤 •평영 100m 남상아 •평영
200m 김경은 •접영 50m 박예린 •접영 100m 박수진 •접영
200m 박수진 •개인혼영 200m 정지원 •개인혼영 400m 이
도륜 •혼계영 서울선발 •계영 400m 서울선발 •계영 800m
서울선발 •스프링보드 1m 김연정 •스프링보드 3m 김채현
•싱크로다이빙 3m 권하림 김다현 •싱크로다이빙 10m 권하
림 김다현 •플랫폼다이빙 권하림
[남자일반부] •자유형 50m 박민규 •자유형 100m 이호
석 •자유형 200m 박태환 •자유형 400m 박태환 •자유
형 1500m 백승호 •배영 50m 원영준 •배영 100m 원영준
•배영 200m 이주호 •평영 50m 문재권 •평영 100m 문
재권 •평영 200m 신형수 •접영 50m 허환 •접영 100m
장규철 •접영 200m 장규철 •개인혼영 200m 주재구 •
개인혼영 400m 주재구 •계영 400m 인천선발 •계영
800m 인천선발 •혼계영 400m 인천선발 •스프링보드 1m
김영남 •스프링보드 3m 우하람 •싱크로다이빙 3m 우하
람 박지호 •싱크로다이빙 10m 김진용 임재영 •플랫폼다
이빙 김영남
[여자일반부] •자유형 50m 고미소 •자유형 100m 정소은
•자유형 200m 최혜민 •자유형 400m 최정민 •배영 50m
이주형 •배영 100m 임다솔 •배영 200m 임다솔 •평영 50m
김혜진 •평영 100m 백수연 •평영 200m 백수연 •접영 50m
최재은 •접영 100m 안세현 •접영 200m 안세현 •개인혼영
200m 김서영 •개인혼영 400m 김서영 •계영 400m 제주선
발 •계영 800m 경북선발 •혼계영 400m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프링보드 1m 김수지 •스프링보드 3m 김수지 •싱크로
다이빙 3m 조은비 조은지 •싱크로다이빙 10m 김수지 박수경
•플랫폼다이빙 김수지
◆ 수영 수구(10.21∼26, 청주실내수영장)
[남자고등부] 서울체고
[남자일반부] 강원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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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름(10.21~24,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고등부] •경장급 70㎏ 이희현 •소장급 75㎏ 김성범 •청
장급 80㎏ 허선행 •용장급 85㎏ 김태하 •용사급 90㎏ 정종
진 •역사급 100㎏ 유정훈 •장사급 140㎏ 오정민
[대학부] •경장급 75㎏ 황찬섭 •소장급 80㎏ 노범수 •청
장급 85㎏ 손명진 •용장급 90㎏ 김진호 •용사급 95㎏ 김철
겸 •역사급 110㎏ 이국희 •장사급 150㎏ 김찬영
[일반부] •경장급 75㎏ 윤필재 •소장급 80㎏ 성현우 •청
장급 85㎏ 김성용 •용장급 90㎏ 이승호 •용사급 95㎏ 임태
혁 •역사급 110㎏ 이영호 •장사급 150㎏ 김진
◆ 야구소프트볼(10.21∼26, 세광고 야구장, 청주야구장, 보
은스포츠파크야구장)
[남자고등부 야구] 경남고
[남자일반부 야구] 단국대
[여자고등부 소프트볼] 신정여자상업고
[여자일반부 소프트볼] 경남체육회
◆ 양궁(10.21∼25, 김수녕양궁장)
[남자고등부] •30m 김예찬 •50m 김정훈 •70m 김필중
•90m 김선우 •개인전 김선우 •단체전 전남선발
[여자고등부] •30m 이세현 •50m 차송희 •60m 안산
•70m 방현주 •개인전 강수빈 •단체전 대전체고
[남자대학부] •30m 허재우 •50m 석준희 •70m 여대호
•90m 허재우 •개인전 여대호 •단체전 계명대
[여자대학부] •30m 곽진영 •50m 조아름 •60m 유수정
•70m 박미란 •개인전 정시우 •단체전 광주여대
[남자일반부] •30m 이승윤 •50m 정태영 •70m 김법민
•90m 이승윤 •개인전 이승일 •단체전 대전광역시체육회
[여자일반부] •30m 황윤주 •50m 박미경 •60m 최민선
•70m 김소희 •개인전 위나연 •단체전 현대백화점
◆ 역도(10.20~25, 영동체육관)
[남자고등부] •합계 56㎏급 김승환 •합계 62㎏급 배문수
•합계 69㎏급 신비 •합계 77㎏급 손현호 •합계 85㎏급 방
서현 •합계 94㎏급 황상운 •합계 105㎏급 이승준 •합계
105㎏급 이상 송영환
[여자고등부] •합계 48㎏급 문정선 •합계 53㎏급 황미진
•합계 58㎏급 정예은 •합게 63㎏급 김나영 •합계 69㎏급
이민지 •합계 75㎏급 장현주 •합계 75㎏급 이상 이선미
[남자일반부] •합계 56㎏급 김용호 •합계 62㎏급 한명목
•합계 69㎏급 원정식 •합계 77㎏급 김우재 •합계 85㎏급
유동주 •합계 94㎏급 정현섭 •합계 105㎏급 진윤성 •합계
105㎏급 이상 함상일
[여자일반부] •합계 48㎏급 임정화 •합계 53㎏급 윤진희
•합계 58㎏급 서정미 •합계 63㎏급 박다희 •합계 69㎏급
임지혜 •합계 75㎏급 강윤희 •합계 75㎏급 이상 손영희
◆ 유도(10.21~25, 청주유도회관)
[남자고등부] •개인전 55㎏ 이하급 박건태 •개인전 60㎏
이하급 황일태 •개인전 66㎏ 이하급 김지훈 •개인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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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급 최민서 •개인전 81㎏ 이하급 이상준 •개인전 90 ㎏
이하급 한주엽 •개인전 100㎏ 이하급 공정희 •개인전 100㎏
이상급 김민종 •개인전 무제한급 김민종
[여자고등부] •개인전 48㎏ 이하급 정나라 •개인전 52㎏
이하급 구소정 •개인전 57㎏ 이하급 김주희 •개인전 63㎏
이하급 김윤 •개인전 70㎏ 이하급 강다빈 •개인전 78㎏ 이
하급 김주윤 •개인전 78㎏ 이상급 김하윤 •개인전 무제한급
김하윤
[남자대학부] •개인전 60㎏ 이하급 김찬녕 •개인전 66㎏
이하급 정용욱 •개인전 73㎏ 이하급 강헌철 •개인전 81㎏ 이
하급 김영재 •개인전 90㎏ 이하급 문규준 •개인전 100㎏ 이
하급 홍진수 •개인전 100㎏ 이상급 주영서 •개인전 무제한
급 양성민
[여자대학부] •개인전 48㎏ 이하급 강유정 •개인전 52㎏
이하급 박다솔 •개인전 57㎏ 이하급 권유정 •개인전 63㎏
이하급 한희주 •개인전 70㎏ 이하급 이정윤 •개인전 78㎏
이하급 이정윤 •개인전 78㎏ 이상급 한미진
[남자일반부] •개인전 60㎏ 이하급 김원진 •개인전 66㎏
이하급 안바울 •개인전 73㎏ 이하급 이영준 •개인전 81㎏ 이
하급 이승수 •개인전 90㎏ 이하급 곽동한 •개인전 100㎏ 이
하급 김현철 •개인전 100㎏ 이상급 황민호 •개인전 무제한
급 김성민
[여자일반부] •개인전 48㎏ 이하급 정보경 •개인전 52㎏
이하급 하주희 •개인전 57㎏ 이하급 지윤서 •개인전 63㎏
이하급 박지윤 •개인전 70㎏ 이하급 유지영 •개인전 78㎏
이하급 황예슬 •개인전 78㎏ 이상급 김지윤 •개인전 무제한
급 이정은
◆ 육상 로드레이스(10.22∼25, 충주시 일원)
[남자고등부] •10㎞ 김홍곤 •10㎞ 경보 김민규
[여자고등부] •10㎞ 김화영 •10㎞ 경보 천민지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 안병석
[남자일반부] •마라톤 신광식 •20㎞ 경보 김현섭
[여자일반부] •마라톤 안슬기 •20㎞ 경보 전영은
◆ 육상 트랙(10.22~25, 충주종합운동장)
[남자고등부] •100m 이용문 •200m 신민규 •400m 모일
환 •800m 손대혁 •1,500m 손대혁 •5,000m 김세종 •110m
허들 김주호 •400m 허들 김주호 •400m 계주 경기선발
•1,600m 계주 경기선발 •3,000m 장애물 김세종 •10종 경
기 안충현
[여자고등부] •100m 김명지 •200m 안경린 •400m 이
해인 •800m 하서온 •1,500m 윤은지 •5,000m 윤은지
•100m 허들 김경리 •400m 허들 이해인 •400m 계주 강원
선발 •1,600m 계주 경기선발 •3,000m 장애물 최수아 •7종
경기 김경리
[남자대학부] •100m 이지우 •200m 고승환 •400m 고
승환 •800m 이승진 •1,500m 이규성 •5,000m 이정국
•10,000m 정의진 •400m 허들 이수현 •400m 계주 경기선
발 •1,600m 계주 부산선발
[여자대학부] •100m 김나연 •200m 김예지 •400m 김민

지 •800m 최수미 •400m 허들 김민지 •400m 계주 창원대
•1,600m 계주 인하대
[남자일반부] •100m 김국영 •200m 김국영 •400m 박
봉고 •800m 이하늘 •1,500m 이강철 •5,000m 손명준
•10,000m 신현수 •110m 허들 이정준 •400m 허들 이승윤
•400m 계주 광주선발 •1,600m 계주 강원선발 •3,000m 장
애물 김영진 •10종경기 김건우
[여자일반부] •100m 유진 •200m 유진 •400m 오
세라 •800m 박영선 •1,500m 최보운 •5,000m 김도연
•10,000m 김도연 •100m 허들 정혜림 •400m 허들 손경미
•400m 계주 인천선발 •1,600m 계주 인천선발 •3,000m 장
애물 조하림 •7종경기 정연진
◆ 육상 필드(10.22~25, 충주종합운동장)
[남자고등부] •높이뛰기 김두용 •멀리뛰기 김용원 •세단
뛰기 김장우 •장대높이뛰기 안충현 •포환던지기 여진성 •
원반던지기 황성상 •창던지기 강봉수 •해머던지기 정지성
[여자고등부] •높이뛰기 이현유 •멀리뛰기 정서희 •세단
뛰기 이가은 •장대높이뛰기 배한나 •포환던지기 김한빈 •
원반던지기 박수진 •창던지기 김지민 •해머던지기 이유라
[남자대학부] •높이뛰기 이동주 •멀리뛰기 조성훈 •세단
뛰기 김영훈 •포환던지기 지현우
[여자대학부] •멀리뛰기 설명은 •원반던지기 박세리
[남자일반부] •높이뛰기 윤승현 •멀리뛰기 김덕현 •세단
뛰기 김덕현 •장대높이뛰기 한두현 •포환던지기 정일우 •
원반던지기 최종범 •창던지기 배유일 •해머던지기 이윤철
[여자일반부] •높이뛰기 정수혜 •멀리뛰기 정순옥 •세단
뛰기 배찬미 •장대높이뛰기 임은지 •포환던지기 이미영 •
원반던지기 조혜림 •창던지기 김경애 •해머던지기 박서진
◆ 체조(10.21~25,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
[남자고등부] •단체종합 서울체고 •마루 김대호 •철봉
이본경 •평행봉 김관엄 •도마 손종혁 •안마 허웅 •링 김
관엄 •개인종합 이승민 •에어로빅 개인 장권수
[여자고등부] •단체종합 경기선발 •마루 이은주 •평균대
함미주 •이단평행봉 이은주 •도마 양세미 •개인종합 이은
주 •리듬체조 김채운 •에어로빅 개인 조은하
[남자일반부] •단체종합 전북도청 •마루 김한솔 •철봉
배가람 •평행봉 강주원 •도마 김한솔 •안마 고광진 •링
박민수 •개인종합 박민수 •에어로빅 개인 류주선
[여자일반부] •단체종합 제천시청 •마루 윤나래 •평균대
윤나래 •이단평행봉 허선미 •도마 조현주 •개인종합 윤나
래 •리듬체조 천송이 •에어로빅 개인 박연선
[고등부] •에어로빅 2인조 서동우 장혜빈 •에어로빅 3인
조 광주체고 •에어로빅 단체(스텝) 부산선발
[일반부] •에어로빅 2인조 이준규 류민지 •에어로빅 3인
조 부산선발 •에어로빅 단체(스텝) NAC에어로빅
◆ 축구(10.19∼26,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탄금축구
장, 구 충주종합운동장 등)
[남자고등부] 울산현대고

[여자고등부] 충북예성여고
[남자대학부] 인천대
[여자대학부] 고려대
[남자일반부] 창원시청
[여자일반부] 인천현대제철
◆ 탁구(10.21∼25, 단양국민체육센터)
[남자고등부] •단체전 대전동산고 •개인전 안재현
[여자고등부] •단체전 청명고 •개인전 김지호
[남자대학부] •단체전 경기대 •개인전 김석호
[여자대학부] •단체전 공주대 •개인전 김효미
[남자일반부] •단체전 미래에셋대우 •개인전 최원진
[여자일반부] •단체전 포스코에너지 •개인전 최효주
◆ 태권도(10.21∼25, 충주실내체육관)
[남자고등부] •54㎏급 장준 •58㎏급 김정광 •63㎏급 김
민혁 •68㎏급 서강은 •74㎏급 변명균 •80㎏급 박우혁 •87
㎏급 이경학 •87㎏ 이상급 박근동
[여자고등부] •46㎏급 황유시 •49㎏급 박예온 •53㎏급
강명진 •57㎏급 경예원 •62㎏급 김지원 •67㎏급 송다빈
•73㎏급 명미나 •73㎏ 이상급 김수연
[남자대학부] •54㎏급 허성주 •58㎏급 정윤조 •63㎏급
박지민 •68㎏급 신동윤 •74㎏급 김지석 •80㎏급 남궁환
•87㎏급 안준식 •87㎏ 이상급 박윤근
[여자대학부] •46㎏급 심재영 •49㎏급 박상은 •53㎏급
하민아 •57㎏급 김다영 •62㎏급 조희경 •73㎏ 이상급 이다
빈
[남자일반부] •54㎏급 김대익 •58㎏ 이하급 김태훈 •63
㎏급 박동호 •68㎏급 이대훈 •74㎏급 이정규 •80㎏급 박용
현 •87㎏급 이승환 •87㎏ 이상급 인교돈
[여자일반부] •46㎏급 김보미 •49㎏급 김소희 •53㎏급
임하경 •57㎏급 이아름 •62㎏급 김휘량 •67㎏급 서소영
•73㎏급 이원진 •73㎏ 이상급 김빛나
◆ 테니스(10.20∼25, 탄금테니스장)
[남자고등부] •단체 서울선발 •단식 박민종
[여자고등부] •단체 중앙여고 •단식 김채리
[남자대학부] •단체 서울선발 •단식 홍성찬
[여자대학부] •단체 명지대 •단식 심솔희
[남자일반부] •단체 대구광역시청 •단식 조민혁
[여자일반부] •단체 강원도청 •단식 장수정
◆ 펜싱(10.20~24, 충북체고 체육관)
[남자고등부] •플뢰레 단체 대전생활과학고 •동 개인 박
유비 •에페 단체 경남체고 •동 개인 장민혁 •사브르 단체
오성고 •동 개인 황승민
[여자고등부] •플뢰레 단체 중경고 •동 개인 최민서 •에
페 단체 경기선발 •동 개인 박수빈 •사브르 단체 전남기술
과학고 •동 개인 전하영
[남자일반부] •플뢰레 단체 경기선발 •동 개인 허준 •에
페 단체 화성시청 •동 개인 권영준 •사브르 단체 국군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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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동 개인 오상욱
[여자일반부] •플뢰레 단체 성남시청 •동 개인 오하나 •
에페 단체 부산광역시청 •동 개인 유진실 •사브르 단체 전
북선발 •동 개인 김지연
◆ 하키(9.17~21, 10.21~25,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남자고등부] 아산고
[여자고등부] 태장고
[남자일반부] 인천광역시체육회
[여자일반부] 아산시청
◆ 핸드볼(10.20∼26,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남자고등부] 정석항공과학고
[여자고등부] 황지정보산업고
[남자일반부] 두산
[여자일반부] 서울시청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대회 최우수 선수는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도 대표인
김민석(평촌고)가 선정됐다. 김민석은 남자고등부 1,500ｍ와
5,000ｍ, 8주 종합, 매스스타트 등에서 금메달을 따내 동계
체전에서 2회 연속 4관왕에 올랐고 대회신기록도 3개나 달
성했다.
스키 여자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동계체전의 전설’ 이채원
(평창군청) 역시 4관왕에 올랐다. 이채원의 동계체전 통산 금
메달 수는 67개다.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의 4관왕이 탄생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고등부 박지우(의정부여고), 남자 초등부 전규담(원묵초),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이인복(포천시청), 스키 알파인 배준우
(강릉고), 크로스컨트리 남자대학부 조용진(단국대), 남자고등
부 김민우(진부고), 여자고등부 제상미(상지대관령고)도 4관왕
에 올랐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일반부 김보름(강원도청)과 여자대학부
김현영(한국체대)을 포함해 3관왕 16명, 쇼트트랙 남자고등부
황대헌(부흥고),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안나 프롤리나(전남바
이애슬론연맹) 등 2관왕은 42명이 나왔다.
쇼트트랙에서 대회 신기록 16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대회
신기록 21개가 쏟아졌다.

(2017. 2. 9~12,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일원)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순위
■ 경
 기도,

16년 연속 우승…MVP는 빙상 김민석

국내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인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월 9일
부터 나흘간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일원에서 펼쳐졌다. 98회
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2천789명,
임원 1천207명 등 3천99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경기도가 금메달 86개, 은메달 72개, 동메달 86개로 총 1천
251점을 획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2002년 이후 16년 연속 우
승이다. 서울이 금메달 50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46개 총점 1
천38.5점으로 2위, 강원이 금메달 56개, 은메달 50개, 동메달
52개로 총점 931점 3위에 올랐다. 전북(547점), 부산(471.5점),
대구(395점), 경북(361점), 인천(260.5점), 전남(239점), 충북(230
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순위

시·도

1

경기

총득점
1,250

금

은

동

메달합계

86

71

87

244

2

서울

1,038.5

50

62

46

158

3

강원

931

56

50

52

158

4

전북

547

20

19

20

59

5

부산

471.5

8

11

8

27

6

대구

395

6

8

10

24

7

경북

361

6

4

6

16

8

인천

260.5

5

6

3

14

9

전남

239

5

6

3

14

10

충북

230

3

1

4

8

11

광주

219.5

1

1

0

2

12

경남

193

3

1

1

5

13

충남

150

10

9

5

24

14

대전

125

1

2

4

7

15

울산

89

0

4

4

8

16

제주

20

1

1

0

2

17

세종

13

0

0

0

0

18

해외동포

8

0

0

0

0

6,541

261

256

253

770

합계

동계체전 전적
▲ 2월 12일 오후 강원도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2018 평창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500m 경기에서 한국의 김민석이 역주하고 있다.
김민석은 자신의 시즌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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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애슬론
[남자고등부] •스프린트 10㎞ 엄동진(강원) •22.5㎞계주 황
지고(강원) •개인경기 15㎞ 이근원(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