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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우  승 준우승 3위(공동) 비고

게이트볼

종합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남자부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여자부 공주시 홍성군 금산군, 보령시

댄스스포츠

종합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단체전 서천군 홍성군 천안시

개인전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배 구

종합 당진시 홍성군 서천군

남자부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 예산군

여자부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배드민턴

종합 천안시 부여군 태안군

남
자
복
식

노년부 태안군 천안시 논산시, 부여군

준노년부 서산시 부여군 천안시, 예산군

장년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준장년부 태안군 예산군 천안시, 당진시

여
자
복
식

노년부 천안시 논산시 서천군, 홍성군

준노년부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홍성군

장년부 공주시 천안시 보령시, 당진시

준장년부 부여군 서산시 천안시, 논산시

혼
합
복
식

노년부 부여군 천안시 서천군, 홍성군

준노년부 천안시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장년부 천안시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

준장년부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보디빌딩 홍성군 천안시 아산시

야  구 천안시 계룡시 금산군, 홍성군

제26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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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우  승 준우승 3위(공동) 비고

볼 링

종합 서천군 아산시 태안군

남자부 천안시 서천군 아산시

여자부 태안군 서천군 아산시

에어로빅스
체조

종합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에어로빅스 및 
건강체조 서천군 보령시 보령시, 논산시

기구체조 계룡시 홍성군 금산군, 보령시

민속체조 및 
수련체조 부여군 서산시 청양군, 공주시

댄스체조 당진시 아산시 부여군, 아산시

육  상 서산시 보령시 계룡시

족 구

종합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일반부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서천군

장년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축 구

종합 논산시 서산시 예산군

노장부 예산군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장년부 논산시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탁 구 천안시 예산군 아산시

테니스

종합 천안시 서산시 공주시

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서천군

여 천안시 서산시 공주시, 예산군

검  도 천안시 당진시 공주시, 태안군

등 산

종합 홍성군 공주시 청양군

장년부 공주시 당진시 홍성군

청년부 홍성군 공주시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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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골프

종합(단체) 금산군 논산시 태안군

남자부 금산군 논산시 태안군

여자부 금산군 논산시 태안군

합기도

종합 천안시 부여군 계룡시

제1종목(호신술) 부여군 계룡시 천안시, 보령시

제2종목(호신술) 부여군 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제3종목(호신술)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논산시

제4종목(중년부)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보령시

제5종목(장년부) 천안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제6종목(여자부) 부여군 홍성군 천안시, 아산시

제7종목(여자중년부) 계룡시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제8종목(여자장년부) 예산군 계룡시 당진시, 청양군

제9종목(길이낙법)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제10종목(발차기) 천안시 계룡시 부여군

농 구

종합 홍성군 보령시 천안시

20대부 홍성군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30대부 보령시 홍성군 천안시, 당진시

패러글라이딩

종합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예산군

조종사부 공주시 공주시 보령시

연습조종사부 부여군 보령시 부여군

여성부 공주시 예산군 예산군

승 마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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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종합 당진시 천안시 태안군

시니어부 당진시 천안시 청양군

베테랑부 천안시 당진시 청양군

마스터부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그랜드마스터부 태안군 부여군 당진시

장미부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백합부 당진시 태안군 천안시

국화부 보령시 태안군 -

파크골프

종합 아산시 서천군 서산시

남70세이상 계룡시 서천군 천안시

남70세이하 아산시 아산시 홍성군

여65세이상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여65세이하 서산시 아산시 서천군

시군회장및사무장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대회위원 아산시 청양군 부여군

장애인 예산군 서산시 서산시

※ 시군별 종합순위 집계는 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