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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신예최미선(광주여대)이선배기

보배(광주시청)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

고 광주유니버시아드에서 금빛 과녁을

노린다

최미선과 기보배는 지난 20일 충북 보

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양궁 리커브 국

가대표 여자부 2차 평가전에서 각각 1위

와 3위를차지해국가대표가됐다

최미선은 1차전 2위에 이어 2차전에서

27점을획득 최종합계 1위를기록했다

최미선은 1회전에서 3등(6점) 2회전 2

등(7점) 3회전 7등(2점) 4회전 1등(8점)

슛오프 1등(4점)으로 총 27점을 획득했

다

평가전배점은8명의선수를등위에따

라 1점씩 차등 부여한다 1위가 8점 2위

가 7점 3위 6점 등의순이다 이를 4회전

까지 진행하고 슛오프(1위 4점)를 더해

점수를내는방식이다

전남체육고를졸업하고올해광주여자

대학교초등특수교육과에입학한최미선

은 기보배를 이을 차세대 양궁스타로 주

목받고 있다 여고시절 2012아시아그랑

프리 개인 준우승 2013아시아선수권대

회 단체우승 등 국내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다소 왜소한 체격이지만 팔과 손가락

의길고지구력근성이탁월하다

김성은광주여대감독은 미선이가중

학생때부터꾸준히관심을갖고광주여

대 진학을 추진했다 신체적심리적 장

단점을 파악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기보배와 함

께 광주U대회와 코펜하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금메달소식을기대한다고말

했다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최종합계

3위에올랐다기보배는지난해국가대표

탈락의충격을딛고지난달선발전에서 1

위로태극마크를회복한데이어이번평

가전 3위안에들면서세계선수권메달까

지노릴수있게됐다

인천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이특영

(광주시청)은 최종합계 6위에 올라 오는

11월방콕에서열리는아시아선수권대회

에출전한다

이번평가전에서최미선과동갑내기인

강채영(경희대1)이최종합계 2위를기록

여자양궁의세대교체바람을예고했다

리커브남자부문에서는2011년세계선

수권 챔피언 김우진(청주시청)이 12차

전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며 정상을 차지

했다

런던올림픽개인전금메달리스트오진

혁(현대제철)은 2위 구본찬(안동대4)은

3위로세계선수권출전명단에이름을올

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 출신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22미래에셋)이 세계여자

골프랭킹 16위로올라섰다

김세영은 21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4

39점을 받아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했다

김세영은지난19일미국하와이에서끝난

롯데챔피언십마지막라운드연장전에서

극적인 이글로 박인비(27KB금융그룹)

를꺾고우승했다

김세영과 우승을 다퉜던 박인비는 10

08점을받아스테이시루이스(미국)를 3위

(986)로밀어내고 2위에자리했다

1위자리는 1077점의뉴질랜드교포리

디아 고(18)가 지켰다 김효주(20롯데)는

4위(629점)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은

7위(530점)에이름을올렸다 연합뉴스

한국남자바둑단체전 2015 KB국민은

행 바둑리그가 21일 서울 63컨벤션센터

에서 개막식을 열고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는 신생팀 한국물가정보가 가세해

5년만에 9개팀이 이것이승부다라는슬

로건을 내걸고 반상 위의 대결을 펼치게

됐다

2015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는 작년

우승팀티브로드홀딩스(티브로드)와 준우

승팀 KGC인삼공사(정관장 황진단)를 비

롯해 GS칼텍스(Kixx) 신안군(신안천일

염) CJ E&M 포스코켐텍 SK에너지

(SK엔크린) 화성시(화성시코리요) 한국

물가정보등 9개팀이참여한다

올해바둑리그는1일 1경기의빠른진행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더블리그로 총 18

라운드 72경기를펼쳐정규리그순위를결

정하고 상위 4개팀이 포스트시즌 경기를

벌여최종챔피언을가리게된다

대국료는 승자에게 350만원 패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한다 총규모 34억원인 이

번 리그의 우승상금은 2억원이며 준우승

팀에는 1억원 3위 6000만원 4위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일 기전으로는 국내 최

대규모다

개막전은 오는 23일 오후 7시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SK엔크린과

신생팀한국물가정보의대결로펼쳐진다

연합뉴스

神弓기보배앞에 신예 최미선

기보배 최미선

영암출신김세영 LPGA 랭킹 16위

바둑리그 7개월 대장정돌입

9개팀대결총상금 34억
양궁국가대표여자부 2차 평가전서 1위 명중

광주U대회코펜하겐세계선수권금빛조준

리디아고 1위박인비 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