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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현(호남대 골프산업학과 2년사

진)이골프국가대표로최종확정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4 남여 세계 아

마추어 골프팀 선수권대회(이하 세계

선수권)에출전한다

(사)대한골프협회(KGA)는 오는 9월

개최예정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자 대표로 공태현과 김남훈(성균관

대) 김영웅(함평골프고) 염은호(신성

고)를 선발했다 여자대표팀은 박결(동

일전자정보고)이소영(안양여고)최혜

진(학산여중)으로구성하기로했다

국가대표 선발 포인

트가 걸린 4개 대회에

서 320점을 쌓은 공태

현은 지난 6월 아시안

게임 직행 티켓 2장 중

1장을 획득해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드

림파크 골프장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

게임에출격한다

이에 앞서 공태현은 9월 10일부터 14

일까지 일본 가루이자와 골프장에서 개

최되는 남여 세계 아마추어 골프팀 선

수권대회 남자국가대표로출전한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광주여자양궁이대통령기에서양궁사

상 첫 싱글라운드를 석권했다 올림픽 챔

피언기보배는국가대표선발전탈락의충

격을털고 2관왕에올랐다

광주시청양궁선수단은지난 18일 인천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열린 제32회 대

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여자 일반부

싱글라운드(144라운드4개거리 144발합

계) 개인전에서 123위를싹쓸이했다

기보배는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내며

1379점을 획득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

표들을모두제치고 1위에올랐다

국가대표 이특영과 최미나는 1372점으

로 2위 김소연은 1371점으로 3위를 차지

했다

1개팀이 싱글라운드 전체를 석권한 것

은한국양궁사상처음이다 개인전 12

3위 석권에 따라 단체전은 대회 신기록과

함께우승으로이어졌다

기보배는 50m와 30m에서 금메달을 차

지 2관왕에올랐다

그는 50m에서 347점을 얻어 대회신기

록을 갈아치웠다 또 30m에서는 357점을

기록 윤옥희(예천군청)임해진(청주시

청)과공동금메달을수확했다

팀 동료인 김소연은 50m에서 343점을

획득 기보배에이어은메달을땄다 이특

영은 70m에서 337점을 얻어 339점을 쏜

박서진(순천시청)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대학부에서는정일기(호남대)가 70

m에서 337점을쏴금메달을차지했다

박채순 광주시청 양궁 감독은 한 팀에

서 싱글라운드 개인전 123위 전체를 석

권한 것은 한국 양궁 사상 처음 있는 일

이라며 선수단 모두 컨디션이 최정상이

어서 아시안게임전국체전에서의 선전이

기대된다고기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태환(25인천시청)이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남자 자유형 100m에서 대

회신기록을세우고우승하며무난히아시

안게임 대표로선발됐다

박태환은 19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

서 열린 대회 나흘째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6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레이스를마쳤다

오전예선때세운대회신기록(50초02)

을다시갈아치웠다

올해 2월전지훈련과정중참가한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스테이트 오픈 챔

피언십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48초42)에

는 026초 뒤진 좋은 기록이다 2010년 중

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의기록(48초70)보다낫다

박태환은 이날 우승으로 올해 9월 인천

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 자유형 100m

에서대회 2연패에도전할수있게됐다

이번대회는인천아시안게임에태극마

크를 달고 나설 경영 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다

대한수영연맹은 이 대회 종목별 1위 선

수에게아시안게임대표자격을준다

박태환은자유형 200m와 400m 개인혼

영 200m 단체전인 계영 800m에 이어 이

날까지 출전한 5개 종목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이번대회가치러지는김천수영장은수

심이 135m에불과해부력의도움을 받기

가어렵다 출발후잠영을하다가다리가

바닥에닿는일도있을정도다 보통 올림

픽이나세계선수권대회등국제대회는수

심 2m 이상의 수영장에서 경기한다 게다

가출발대도국제대회에서는육상단거리

종목의출발때쓰이는 스타팅블록을사

용하고있지만김천수영장은일반출발대

다

이런악조건속에서일군기록이라의미

가크다

박태환은 예선 때는 첫 50m 구간을 24

초20에 돌았고 남은 50m에서 25초82의

기록을냈다

결승에서는초반 50m 구간기록을 23초

58로 끌어올렸고 후반부에는 25초10에

헤엄쳐 2위김성겸(국군체육부대50초74)

을여유있게따돌렸다

박태환은개인종목의경우대회마지막

날인21일개인혼영400m에한차례더출

전한다 연합뉴스

박태환 수영男자유형 100m 신기록우승인천AG 대표안착

MBC배5개 종목 1위

광주시 양궁대통령기개인전 123위 석권

광주시청여자양궁선수단이대통령기양궁대회여자일반부싱글라운드에서한국양궁사상처음으로 123위를석권했다 왼쪽부

터기보배이특영최미나김소연이소현

사상첫싱글라운드싹쓸이

기보배 3050m 2관왕

공태현 인천AG 골프대표선발
<호남대>

9월 남녀세계선수권 대표도

리틀 최경주 최범준(영암 구림중 3

년사진)이 전남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

프대회에서정상에올랐다

최범준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무

안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9회 전남도

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에서

우승했다

폭우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궂

은 날씨 속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최

범준은첫날 69타 둘째날 69타 마지막

날 70타 합계 8언더 208타로 연장 혈투

끝에정상에등극했다

그는 지난 5월 제15회 용인대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 3위 SR30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1위 제25회

그린국제골프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

회 2위등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177의 키에 몸무게 75으로 중학

생답지 않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최범준

은 지난 겨울 국가대표 골프 김봉주 감

독 김병관 코치와 함께 80일간 훈련을

했다 경기가없는날에는매일새벽 4시

에 일어나 집앞 산을 등산하고 학교 수

업에도충실히하고있다

최범준은 오는 11월 열리는 국가대

표 선발전에 출전해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도록더욱노력하겠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범준 전남도지사배골프대회정상
<영암구림중>

연장승부끝 8언더파우승

국가대표꼭되고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