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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국제체조연맹(FIG) 카잔 월드컵에서 후

프종목동메달을수확했다

이로써 손연재는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시리즈에서 11경기 연속으로메달

획득에성공하는쾌거를이뤘다 또 이 대

회출전한아시아선수중가장높은기량

을 뽐내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

국첫금메달수확에대한기대를높였다

손연재는 지난 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

린 대회 종목별 결선 후프 종목에서 18

000의 높은 점수로 3위를 차지하며 동메

달을목에걸었다 금메달은 18500점으로

1위에오른러시아의마르가리타마문 은

메달은 18450점을받은러시아의야나쿠

드랍체바가가져갔다

손연재는전날까지이틀간열린개인종

합 경기에서 후프(17800점) 볼(17800

점) 리본(16900점) 곤봉(17250점) 합계

69750점을받아참가선수 42명 중 5위를

차지했다 개인종합금메달은쿠드랍체바

(74950점)에게돌아갔다 연합뉴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매경기업어치기를 100번이상하고나

오겠습니다

한국 여자유도의 기대주 김성연(광

주도시철도공사)이 광주전남지역 선

수 중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전하겠

다고 각오를다졌다 여자 70 결승전

은오는 21일오후 7시께부터열린다

김성연은 1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

서 4분 시합 내내 상대방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먼저 잡고 먼

저 공격하겠다 넘어갈 때까지 100번

이상쉬지않고공격하겠다고밝혔다

순천출생인김성연은순천신흥초 2

학년때 유도와 인연을 맺었다 전남체

육중고 용인대를거쳐올해광주도시

철도공사에입단했다

초중고교 시절 전국대회를휩쓸며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내며 세계청소년

유도선수권 3위를차지 차세대국가대

표로인정받았다 유도명문 용인대에

진학해서는대학무대마저평정했다 하

지만아쉽게광저우아시안게임과카잔

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리스트인 황

예슬(안산시청)의벽을넘지는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브라질 세계선수권대

회에서 세계 랭킹 1위 폴링킴(네델란

드)과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루시

데코세(프랑스)를 물리치며 한국여자

유도선수단에 4년만의 메달을 안겨주

면서한국여자유도간판선수로우뚝섰

다

올해광주도시철도공사의입단운동

에만전념하면서정신력과기술이월등

해졌다 그결과 국내대회에서라이벌

황예슬을 두차례(여명컵 전국유도대

회국가대표 2차 선발전 KBS 전국체

급별 유도선수권대회국가대표 최종

선발전)모두제압했다특히KBS대회

에서는 전 경기에서 실점을 한점도 하

지않는퍼펙트우승을보여줬다

또 지난 7월 열린대만아시안오픈대

회에서도 전 경기 무실점 한판승 행진

을 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의

유일한금메달이었다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 감독은

인천 아시안게임은 일본몽골중국

북한 등 여자유도 강국들이 참가하는

대회라며 하지만 김성연은발기술과

손기술이 워낙 좋은데다 약점이던 굳

히기 기술도 보완한만큼 그 어느 때보

다 금메달 전망이 밝다 광주시민들에

게첫금메달을안겨줄것이라고기대

했다

김성연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사

랑하는가족과항상믿어주고물심양면

지원을아끼지않은소속팀광주도시철

도공사관계자그리고광주시민들에게

기쁨을선사하겠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쉴 틈 없는공격으로金딸게요

인천아시안게임 D8

광주전남얼굴들
 유도 김성연

오는10월 34일구례일원서열리는국

제철인3종경기 아이언맨(IRONMAN) 70

3구례코리아대회에크리스맥코맥(Chris

McCormack41호주)등세계정상급선

수 10여 명이 참가키로 하는 등 대회 열기

가고조되고있다

10일 전남도에따르면아이언맨세계선

수권대회 2회 우승 아이언맨 지역 대회

12회 우승 철인3종경기 월드컵 챔피언 7

회등화려한철인3종경기선수경력을자

랑하는프로선수크리스맥코맥이국내최

초 아이언맨 703 대회를 참가해 대회의

격을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대회를 알리

는데많은기여를할전망이다

크리스 맥코맥은 아이언맨 703 구례

코리아대회 원년에 프로부문 우승을 목

표로 경기에 참가하며 철인3종경기 선수

들을 대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철인3

종경기 운동법 강좌 포토존 행사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대회 참가 선수들

과관객들에게즐거움을줄계획이다

지난 8일현재 아이언맨 703구례코리

아대회 참가 등록 선수는 800여 명(국내

712명 외국인 127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15일 대회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참가 선

수 모집 목표인 1000명을 무난히 초과할

것으로예상된다

아이언맨 703 구례 코리아 대회는 세

계철인3종경기연맹(WTC)이주관하는대

회로 수영 19km 자전거 90km 달리기

21km로 이어지는 극한의 경주를 펼치는

경기다 전세계적으로 22개국에서개최되

며인간의한계를뛰어넘어강인한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200여만명이

즐기고있다

김경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참가

선수모집에긍정적인기여를할세계정상

급프로선수의대회참가확정을기쁘게생

각하며 마지막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제대회로서손색없는대회가되도록하

겠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아이언맨 703 구례 코리아 내달 34일 개최

전세계약 1000명 참가예정

수영자전거달리기로구성

카잔월드컵후프종목동메달

亞선수중최고성적

지난 6월 제53회 KBS 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에서전경기실점없이퍼펙트우

승을차지한김성연 광주도시철도공사제공

순천출신女유도기대주

올광주도시철도공사입단

기량향상세계무대재패

손연재 월드컵연속메달아시안게임金기대

손연재후프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