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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생애첫메달을따내

며 2014 인천아시안게임전망을밝혔다

손연재는 23일(이하 현지시간) 터키 이

즈미르에서열린국제체조연맹(FIG) 2014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후프 결선에서

17966점을 획득 야나 쿠드랍체바(18816

점) 마르가리타 마문(18450점이상 러시

아)에이어동메달을목에걸었다

손연재는 한국 리듬체조 선수로는 세

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따내

는 쾌거를 이뤄내며 리듬체조 역사를 새

로썼다

손연재는 2010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

에서는 개인종합 32위 2011년 몽펠리에

세계선수권에서는 개인종합 11위에 그쳤

고종목별메달도따지못했다 그러나 지

난해키예프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5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톱10 안에 드는 등 꾸

준히기량을끌어올렸다

손연재는 볼 결선에서는 17733점으로

5위에이름을올렸다

실전에서더욱강한손연재의장점이드

러난경기였다

후프와 볼예선에서 17350점 17483점

으로 각각 6위와 7위로 결선 무대에오른

손연재는결선무대에서예선에서의실수

를 만회하며 두 종목 모두 18점에 근접하

는높은점수를기록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손연재의가장강

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의 덩썬웨는

볼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43위(15

366점)에그치며결선진출에실패했다

그러나 덩썬웨는 후프에서 손연재보다

다소 높은 17383점을 받아 5위의 성적으

로결선무대에올랐다

덩썬웨는 손연재가 동메달을 목에 건

후프 결선에서 17583점을 받아 5위를 차

지했다

손연재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

는대로인천에입성 한국리듬체조 사상

첫아시안게임금메달에도전한다

손연재는시상식뒤소속사인 IB월드와

이드를 통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으로 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

하다면서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

문에아시안게임때까지끝까지집중해서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

력하겠다고소감과각오를전했다

연합뉴스

김효주(19롯데)와 백규정(19CJ오

쇼핑)이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

어시즌4승을향해격돌한다

올 시즌 3승을거둔김효주는시즌상

금 랭킹 1위를 달리며 독주체제를 굳히

는듯했지만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돌

아온 뒤 다승 부문에서 만만치 않은 라

이벌을만났다

동갑내기로한시즌늦게KLPGA 투

어에 데뷔한 백규정은 지난주 KLPGA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시즌 3승을 올

려다승부문에서김효주와어깨를나란

히했다

26일KDB 대우증권클래식(총상금 6

억원우승상금 1억2000만원)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 골프클럽(파

726528야드)은 두 선수에게 특별한 의

미가 있는 곳이다 김효주와 백규정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5년이곳에서

열린 마루망컵 전국학생골프대회에서

연장 4차전까지가는접전을벌였다 승

자는백규정이었다

김효주는프로선수가된이후작년이

대회에서 공동 8위에 올랐다 지난주

KLPGA 챔피언십에서는 우승 문턱까

지 갔다가돌아섰지만 상금왕과 다승왕

등 다관왕에 오르기 위해 클럽을 다시

고쳐잡았다

이번대회에는 LPGA 투어에서활약

하는최나연(27SK텔레콤)이 한화금융

클래식이후약 2개월만에다시국내대

회를찾았다

올시즌미국무대에서우승을신고하

지 못한 최나연이 국내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보여줄지도관심사다 연합뉴스

김효주백규정내일시즌 4승 다툼

리듬 체조 손연재세계선수권한국첫메달

김효주 백규정

KLPGA 대우증권클래식

손연재가 23일(현지시간) 터키이즈미르에서열린국제체조연맹(FIG) 2014 리듬체조세계선수권대회에서후프연기를선보이고있

다 연합뉴스

터키대회후프부문동메달

아시안게임금메달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