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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OC체육대회 내일 개막
주말 이틀간 6개 종목 경기
초대 대회 비해 규모 커져
오렌지카운티 스포츠 동호인의
축제인 제2회 OC체육대회가
내일(16일) 공식 개막한다
재미대한오렌지카운티체육회
(회장 전후암 이하 체육회)가
주최하고 체육회 산하 각 가맹
단체들이 주관하는 이 대회엔
1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우의를
다지게 된다
대회 종목은 아이스하키 
족구 태권도 탁구 볼링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검
도 등 총 9개다
<표 참조>
지난해 첫 대회 당시의 6개 종목
에 비해 규모가 더 커졌다 경기장
섭외 등의 이유로 아이스하키는 지
난 5일 파라마운트의 아이스랜드
에서 검도는 12일 애너하임 유스
센터에서 이미 경기를 치렀다
내일(16일)은 탁구 배드민턴
족구 볼링 태권도 등 5개 종목
대회가 OC 및 인근 지역에서 분
산 개최된다 경기 장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체육회 측은 선수
전체가 모이는 개막식은 열지 않

지난 12일 애너하임 유스센터에서 열린 검도 대회 직후 입상자와 그 가족 검도협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고 각 가맹단체별로 개막식을 치
른 뒤 경기를 갖도록 했다
17일엔 가든그로브의 채프먼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축구 대회
가 열린다 테니스 대회는 경기
장 섭외 문제로 오는 24일(일)
세리토스 리저널 파크에서 열리
게 됐다 전후암 체육회장은
당초 17일까지 대회를 모두 마
치려고 했지만 여러 가맹단체들
이 비슷한 시점에 경기장을 빌
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지난해는 선수들과
가족을 합쳐 약 1050명이 참가했
는데 올해는 참가자 수가 훨씬 더
많다라며 체육대회가 오렌지카

［OC체육회 제공

제2회 OC체육대회 경기 일정
날짜

16일(토)

17일(일)

종목(시간)

장소

탁구(오전 8시)

세리토스 리저널파크(19700 Bloomfield Ave)

배드민턴(오전 8시)

애너하임 아메리칸 스포츠센터(1500 S AnaheimBlvd #110)

태권도(오전 9시30분)

풀러턴 은혜한인교회 체육관(1017 WValencia Dr)

족구(오후 12시30분)

롱비치 엘도라도 테니스센터(2800 N Studebaker Rd)

볼링(오후 12시30분)

애너하임 린브룩 볼링장(201 S Brookhurst St)

축구(오전 8시)

24일(일) 테니스(오후 3시)

가든그로브 채프먼 스포츠 콤플렉스(11700 Knott Ave)
세리토스 리저널파크(19700 Bloomfield Ave)

운티 한인사회의 생활체육 기반
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끝난 검도대회
에선 장소 대여 시간 내에 대회
를 치르느라 유소년부(6세~11
학년) 경기만 치러졌다 OC검

도협회 측은 향후 12학년 이상이
출전하는 일반부 경기를 별도로
열기로 했다
유소년부 대회 우승자는 다음
과 같다 유급자(남성): 박양
진 유스: 배희제 유급자(여
임상환 기자
성): 김도연

유방암 무료검진 예약접수
25일 OC건강정보교육센터
OC건강정보교육센터(소장 웬디
유)가 오는 25일(월) 오전 7시30
분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센터 사무실(9636 Garden

태권도 시니어 그랜드 마스터 모임

68세 여성 공격  중상 입힌
가든그로브 거주 30대 남성
살해성폭행 기도 혐의 기소
가든그로브 거
주 30대 남성
이 68세 여성
살해 및 성폭
행 기도 혐의
로 기소됐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발표에 따
르면 지난 10일 오전 5시15분쯤 발
로스 드라이브 13400블록에 있는
주택 앞뜰에 부상을 입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관들은 이 여성을 병
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현장에 있
던 마이클 발레라(사진)를 체포
했다 수사 당국은 사건을 조사한
끝에 13일 발레라를 살해 성폭행
기도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
유로 사건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칼 위트니 루테넌트는 피해 여
성이 발견된 주택은 피해자의 것
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인근에 거
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와 용의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
계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
지만 여전히 중태다 발레라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임상환 기자

Grove Blvd)에서 무료 유방암
검사를 실시한다 40세 이상 여성
이면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
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
검진과 매모그램 촬영이 제공된
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및 예약: (714)244-9705
417-8004

남가주 거주 은퇴 태권도장 관장들의 시니어 그랜드 마스터 모임이 지난

12일 가든그로브 모란각에서 열렸다 모임에 참가하는 15명 중 8명은 OC에 거주한다 과거 미국과 브라질 우간다 등 세
계 각지에서 태권도 보급에 힘썼으며 남가주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이들은 매달 한 번씩 오렌지카운티에서 만나 우
의를 다지고 있다 왼쪽 끝은 1968년 LA로 와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재미대한 체육회장을 역임한 김용길(78세)씨 왼쪽에
서 5번째는 오션사이드에서 USA태권도센터를 운영하며 아리랑축제를 포함 다수의 행사에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참가
하는 백황기씨

풀러턴서 묻지마 칼부림
길 건너는데 다가와 찔러
풀러턴의 번화한 교차로를 건너
던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을 당
해 부상을 입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5
분쯤 노스 코넬 애비뉴와 이스트

A

［시니어 그랜드 마스터 모임 제공

커먼웰스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
생했다 길을 건너는 30대 남성에
게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뒤
에서 다가와 칼로 상체를 두 차례
찌른 것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도주했다
풀러턴 경찰국은 범인들이 피해
자에게서 금품을 강탈하진 않았

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범인들
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라고 진술
했다
경찰국은 일단 갱 관련 사건
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
는 한편 목격자의 연락 또는 제
보(714-738-6776)를 기다리고
임상환 기자
있다

희귀 운동화 판매 매그놀리아 파크 OC 1호점 오픈

가주 버

뱅크에 본점을 둔 희귀 운동화 및 스트리트 웨어 소매점 더 매그놀리아 파크가
지난 11일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몰에 OC 1호점을 열었다 희귀 운동화 매니아
수백 명은 전날 밤부터 더 소스를 찾아와 오렌지소프길까지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
경을 연출했다 매그놀리아 파크는 내일(16일) 그랜드오프닝 행사를 갖는다 사진
은 개점 당일 매장에 몰린 고객들의 모습

［더 소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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