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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해체 위기에 놓인광주은행 역도부

의최다희가춘계역도대회에서은메달 1

개와동메달 2개를획득했다

최다희는 지난 25일부터 강원도 양구

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26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 여자일반부

+75급에서 인상 96을 들어올려 은

메달을 용상에서는 85을성공해동메

달을수확했다 최다희는인상과용상합

계 181으로동메달을추가했다

문정선(광주체고 1)은 48급에서 3관

왕에 올랐다 문정선은 인상 61 용상

80 합계 141을 성공 금메달 3개를

목에걸었다

그는또같은곳에서열린 제6회 전국

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도 인상 동

메달 용상 은메달 합계 140(인상 60

 용상 80)으로은메달을획득 차세

대역사로우뚝섰다

이예지(조선대 2)는춘계여자역도대회

여자대학부 63급에서인상 74 용상

92 합계 166을 성공 은메달 3개를

땄다 김하은(광주체고 3)은인상에서 78

(4위)을 용상에서 96(2위)을성공해

합계 174(3위)을들어올렸다

여자주니어대회에서는 김은영(정광고

3)이여고부 48급에출전 문정선의뒤

를 바짝 뒤쫓아 인상 60(4위) 용상 74

(3위) 합계 134(3위)을 들어올리며

동메달 2개를목에걸었다

안시성(광주체고 3)은 63급에서 용

상 109을 번쩍 들어 동메달을 수확했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올시즌처음출전한월드컵에서개인종합

4위에오르며기분좋게출발했다

손연재는 29일(한국시각) 포르투갈 리

스본카살비스토스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올시즌첫국제체조연맹(FIG) 리듬

체조 월드컵시리즈에서 리본 18250점(3

위) 곤봉 17950점(3위)을받았다

손연재는 전날 후프 18150점(3위) 볼

17700점(5위)을 더한 4종목 합계 72050

점으로개인종합 4위에올랐다 아쉽게메

달은 놓쳤지만 전 종목에서 35위를 기

록하며 4종목 모두 상위 8위까지 오르는

종목별결선에진출했다

손연재는 전날 볼 종목에서 볼을 높이

던져선채로양발사이로받는동작에서

볼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지만 이날은

완벽했다

리본과 곤봉 모두 지난 시즌보다 어려

운 난도들을 무난하게 소화하며 큰 실수

없이연기를마무리했다

개인종합 13위는 리듬체조의 절대

강자러시아의차지였다

알렉산드라 솔다토바가 총점 73600점

으로같은러시아선수인마르가리타마문

(73250점)을 0350점차로제치고깜짝우

승했다

세계선수권 우승자 야나 쿠드랍체바

는 72400점으로동메달을획득했다
연합뉴스

손연재올시즌산뜻한출발

국제체조연맹리듬체조월드컵4위에오른손연재 <국제체조연맹페이스북>

리스본리듬체조월드컵 4위

팀 해체 위기광주은행최다희춘계여자역도은1동2

최다희(맨 오른쪽)가 전국춘계여자역도대회에서 181(인상 74 용상 85)을 들

어올려동메달을수확했다

광주체고문정선 3관왕번쩍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미국)가

18년여 만에세계랭킹 100위밖으로밀

려난다

세계 골프랭킹인터넷홈페이지에따

르면현재세계랭킹 96위인우즈는 30일

에 새로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01위

가된다는것이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발레로텍사스오픈 등이끝

나야정확한순위가나오게된다

하지만 이 대회에 참가하지않은 우즈

는 101위또는 102위정도가될가능성이

큰것으로알려졌다

우즈는 2월2일 자 세계랭킹에서 56위

로밀리면서 2011년 11월에 50위를한이

후 3년 2개월만에 50위권밖으로떨어졌

다 그리고 불과 1개월여 만에 100위권

밖으로까지추락하게됐다

우즈가 세계 랭킹 100위 바깥이었던

것은 1996년 9월 29일 자 순위 221위가

최근이다 연합뉴스

골프황제우즈 18년만에 100위권 밖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