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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최고의궁사를가리는광주여

자대학교 총장배 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열리고있다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3일부

터 6일까지나흘간광주시남구주월동광

주국제양궁장에서 광주여대총장배제18

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주U대회를 한 달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U대회 양궁 경기

전반을점검하는테스트이벤트성격을띄

고있다

전국 17개 대학교 총 200여명의 궁사들

이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서 총 8개의

금메달을놓고겨룬다

경기방식도올림픽아시안게임과는달

리유니버시아드대회가채택한표적중앙

을맞추는아카데미라운드로진행긴장감

과스릴을더할것으로기대된다

올해 18회째인 한국대학양궁대회는 대

학의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육성 올림픽

과아시안게임에서최고의성적을거둘수

있는밑바탕이돼왔다

대학양궁연맹이배출한우수선수는광

주여대를졸업한국가대표기보배(광주시

청)를 비롯해 최미선(광주여대) 강채영

(경희대) 구본찬(안동대) 등이 있다 특히

광주여대소속의최미선은 2015 양궁월드

컵 상해(1차)대회 은메달에 이어 터키(2

차) 대회금메달을수확하는등절정의기

량을보이고있다 다음 달이곳광주국제

양궁장에서 열리는 광주U대회 금메달이

기대된다

특히이번대회에는일본긴키대학교양

궁선수단 10명(남5 여5)이 국제오픈으로

참가해 대학양궁의 국제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인 이선재 광주

여대총장은 참가 선수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대학양궁한마당축제가되길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광주U대

회테스트이벤트로진행되는대회인만큼

광주U대회의 성공을 위해 경기운영 전반

을꼼꼼히점검하겠다고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미리보는 U대회양궁광주여대총장배개막

6일까지17개교 200명 참가

국제양궁장점검테스트대회

14만 전남지역 장애인들의 체육제

전인 전남장애인체전이 무안에서 열

린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45일 이

틀간 무안일원에서 제23회 전남장

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고 3일 밝혔

다

황토골무안에서아름다운무안도

전이라는주제로열리는이번대회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3800여명의

선수단이참가한다

육상수영축구 등 정식 13종목과

시범 5종목 체험 6종목등총 24개종

목에서각시군선수단은지역의명예

를걸고기량을펼친다

대회 개막식은 4일 오전 11시 무안

스포츠파크실내체육관에서열린다

이낙연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도민에게스포츠 정신을확산

시켜꿈과희망을주고장애인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장애인체육의 경쟁력

을 강화하겠다면서 장애인선수 발

굴과 새로운 도전 희망찬 전남의 미

래를 다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

다고격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3일광주국제양궁장에서열린광주여대총장배대학양궁선수권대회에서대학생궁사들이사선에서과녁을겨냥하고있다

광주여대제공

전남장애인체전오늘개막

한국이 근대5종 2015 베이징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개인과 단체 금메

달을 획득하면서 대표 선수 4명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출전 자격을 따

냈다

최연소 남자 대표인 전웅태(20한국

체대)는지난 2일 중국베이징에서끝난

대회 개인전에서 1496점을 기록해 2위

이동기(1484점한국체대) 3위 슈하이

홍(1483점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

에걸었다

전웅태는 정진화(LH) 황우진(광주

시청)과 한 조를 이뤄 출전한 단체전에

서도우승을차지하며아시아최고선수

로인정받았다

한국은단체전에서총 4430점을따내

2위중국(4396점)과 3위일본(4307점)을

제쳤다

이로써남자대표팀은전웅태 이동기

와 개인전 6위를 기록한 황우진 등 3명

이올림픽출전자격을얻었다

전날 열린 여자부에서는 김선우(한국

체대)가 개인전에서 1387점을 기록 은

메달을목에걸며유일하게리우올림픽

출전자격을획득했다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에서는 김선우

정민아(부산체육회) 양수진(LH)이 총

4011점을 얻어 중국(4125점)에 이어 준

우승을차지했다

대한근대5종연맹은앞으로각종국제

대회에서올림픽출전자격을손에넣은

선수가운데세계랭킹순으로남자 2명

여자 2명을 선발해 리우 올림픽에 출전

시킬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 리우올림픽근대5종 출전자격획득

제 45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가 4일부

터일주일간나주에서개최된다

대한사격연맹은 381개팀 2497명의선수

가참가한가운데전남나주전라남도종합

사격장에서 봉황기 전국사격대회를 개최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초중

고대일반부등모든부별올해국가대표

후보선수내년 국가대표 선수 및 주요 국

제대회참가선수선발전의성격을갖는다

한국사격의간판진종오(36KT) 기대

주 김청용(18흥덕고) 중국 국가대표 출

신 귀화선수 장금영(35여청주시청) 등

이참가한다

봉황기전국사격대회는한화회장배 회

장기 경찰청장기 경호실장기 등과 함께

국내 5대메이저사격대회로꼽힌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테스트이벤트를겸해진행된다 연합뉴스

한국대표명사수나주로모인다410일 봉황기전국사격대회

광주U대회테스트이벤트

베이징아시아선수권우승

내일까지무안에서

24개 종목 3800명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