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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보배 기보배(광주시청)가 지난

해국가대표탈락의충격을딛고태극마크

를회복 광주유니버시아드금과녁을정조

준한다 선발전 1위로 국가대표에 복귀한

기보배는 광주U대표 티켓이 걸린 두차례

의평가전에서유리한고지를차지했다기

보배와함께광주출신최미선(광주여대)

이특영(광주시청)도태극마크를달았다

기보배는 23일 강원동해공설운동장에

서막을내린 2015년 3차국가대표선발전

에서 12명 중 1위를 차지 국가대표에 발

탁됐다

2차 선발전결과 2위(11점)로 올라온기

보배는 3차선발전에서 7회전 1위(12점) 8

회전 5위(8점) 9회전 2위(11점) 10회전 1

위(12점) 11회전 1위(12점) 슛오프 12위

(05점)를 차지해 합계 665점을 기록 1위

로국가대표에선발됐다

기보배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

단체전 2관왕에 오른 올림픽 챔피언이다

2013 터키 안탈리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 단체혼성부 2관왕에 올라 명궁의 지

위를재확인했다

하지만 지난해국가대표선발전에서탈

락해인천아시안게임에나서지못하고방

송해설자로활동해야했다

최미선도 국가대표에 합류했다 2차 선

발전에서 1위를차지한최미선은 3차전에

서 흔들리며 합계 49점을 획득 4위로 태

극마크를달았다

광주체고 출신의 홍수남(청주시청)은

23차선발전합계47점으로5위를차지했

다 인천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이특영

은 합계 465점으로 6위에 올라 국가대표

로계속활동하게됐다

전성은과 장혜진(이상 LH)는 각각 60

점 505점으로 23위를 기록했고 강채

영(경희대)박미경(대전체육회)도 78위

로국가대표자격을얻었다

이들은 다음 달 두 차례의 평가전을 거

쳐 광주U대회와 코펜하겐 세계선수권대

회에출전할 3명을뽑는다

올해도 이변의 희생자가 나왔다 지난

해 인천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르고 한국

여자 선수들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

은 정다소미(현대백화점)가 탈락했다 세

계랭킹 1위를 달리다가 지난해 선발전에

서 탈락한 윤옥희(예천군청)의 대표팀 복

귀는이번에도불발했다

남자부에서는 2011년 세계선수권자 김

우진(청주시청)이압도적점수차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

우석(인천체고) 신재훈(국군체육부대)

임동현(청주시청) 올림픽 챔피언 오진혁

(현대제철)이그뒤를따랐다

2015년국가대표명단(선발전성적순)

▲남자부김우진(청주시청)이우석

(인천체고)신재훈(국군체육부대)임동현

(청주시청)오진혁(현대제철)이승윤(코

오롱)구본찬(안동대)이승신(경희대)

▲여자부기보배(광주시청)전성은

장혜진(이상 LH)최미선(광주여대)홍수

남(청주시청)이특영(광주시청)강채영

(경희대)박미경(대전체육회)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방림초등학교(교장 송덕희) 여자

농구부가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

로선발됐다

방림초농구부는지난 19일광주시남

구 수피아여고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선발전에서광주우산초를 20

17로 누르고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 농

구부는 6학년 이강희임혜원홍솔미

윤서진김하나 5학년 고은유최수지

등으로구성됐다

박종기 코치는 그동안 열심히 훈련

한결과최고의기량을발휘해소년체전

출전티켓을쥐었다며 제주소년체전

에서좋은성적으로광주초등여자농구

의기량을마음껏펼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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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마크다시단기보배U대회金조준

양궁국가대표에선발된최미선기보배 이특영(왼쪽부터 )

1위로 양궁국가대표선발

광주출신최미선이특영도

국제대회투어중인광주장애인탁구

선수들이헝가리오픈에이어리냐노오

픈에서도 금 2은 2동 2개를 획득 광

주를빛냈다

김민규(TT2광주시청)는 지난 17일

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리냐노에서 열

린 2015 리냐노 오픈 국제장애인탁구

대회개인전에서정상에올랐다

남기원(광주시청)과조재관(광주시장애

인탁구협회)은 TT1 단체전에 출전해 금

빛스매싱을합작했다조재관은개인전에

서 은메달을 남기원은 동메달을 추가했

다 개인전 TT4에서 동메달을 딴 김정길

(광주시청)은 대구시청의 최일상과 조를

이뤄단체전에서은메달을추가했다

이명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

회장은 광주는장애인탁구를전략적으

로육성하고있다며 내년브라질리우

장애인올림픽에광주소속의 많은선수

들이태극마크를달고출전할수있도록

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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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탁구리냐노오픈금2은2동2

방림초女농구부 소년체전광주대표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