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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여궁사들이한국양궁을세

계정상으로이끌고있다

최미선(광주여대)과 기보배(광주시청)

가 양궁월드컵 2차대회에서 1 2위를 차

지한데 이어 이번엔 이은경(순천여고 3)

과 형예진(광주체고 1)이 세계유스양궁

선수권대회에서각각 2관왕에오르며광

주전남양궁파워를드높였다

특히 이은경형예진의활약에힘입은

한국 유스대표팀은대회 리커브 10개 부

문 중 8개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우

승을 차지했다 유스선수권대회는 주니

어부(21세 이하)와 카뎃부(17세 이하) 부

문으로진행됐다

이은경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양크턴의 이스턴 양크턴양궁

장에서막을내린 2015 세계유스양궁선

수권대회 주니어부 여자 단체전 결승에

서 김채윤(한국체대)김미정(계명대)과

함께 멕시코를 60(55525351 5547)

으로물리쳐 1위를차지했다

이은경은 또 이우석(인천체고)과 주니

어부 혼성 결승에 나서 대만을 51(37

3338373838)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형예진은 카뎃부 여자 개인전과 단체

전에서우승했다

태극전사끼리 맞붙은 개인전 결승에

서 형예진은 심현승(진해여고)을 62

(3028 2728 2825 2726)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형예진은 또 심현승이

가현(대전체중)과 함께 여자 단체전 결

승에 출전해 터키를 60(5548 5552

5651)으로 가볍게제압하고금메달 2개

를목에걸었다

민병연(현대제철)이우석이승신(경

희대)으로 구성된 주니어부 남자 대표팀

은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을 상대로 3세

트를 내리 따내며 60으로 우승을 거머

쥐었다

카뎃부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는 이승

준(효원고)안효진(경기체고)이우주

(강원체중)가 미국 팀과 슛오프 접전 끝

에세트점수 54로우승했다

카뎃부 혼성 결승에서는 이승준심현

승이 나서 중국을 60으로 이기며 금메

달을추가했다

개인전에서는 민병연이 남자 주니어

부에서클리미첵콜린(미국)을 세트점수

71로가볍게물리치고정상에올랐다

이로써 한국 유스대표팀은 이번 대회

에서 금메달 8개를 비롯해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따내여유있게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의 세 낭자가 고향 옆 고을인 나

주실내체육관에서 우생순 신화를 재

현한다 한국 여자 핸드볼의 상징 김온

아(27)와 동생 김선화(24) 그리고 주희

(26)다

이들은 모두 무안초무안북중백제

고를나온선후배이자올해조선이공대

학교에입학한동문으로 다음달 6일부

터 광주U대회 여자 핸드볼 대표로 출

전한다

김온아는어린시절부터핸드볼천재

였다 초등학교 4학년때 핸드볼 선수였

던언니를따라체육관에놀러갔다가자

연스럽게 핸드볼을 시작했다 청소년

주니어 시절부터 득점왕 최우수선수상

을싹쓸이하며 2007년 5월 19세의나이

에 대표팀에 승선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노르웨이와의준결승전에서통

한의오심이나왔을때김온아는스무살

대표팀 막내였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대로 나가서 하고만 왔다던

센터백은 이제 7년이 흘러 광주U대회

대표팀을이끄는맏언니가됐다

그의 장점은 절묘한 페인팅을 활용한

두뇌 플레이와 뛰어난 슈팅 감각이다

167 50의왜소한 체격이지만 덩치

큰유럽선수들을상대로도전혀주눅들

지않는다 오히려 나보다키가크지만

발이느리다 상대가한발짝뛸때세발

짝뛰면된다작지만스피드로승부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큰 소리칠 만큼

승부욕이 강하다 한국 여자 핸드볼의

힘은그의승부욕에서시작된다

김온아는 자신의 두 무릎을 한국 핸

드볼을 위해 바쳤다 2012년 1월 왼쪽

무릎을 수술한 것을 시작으로 양쪽 무

릎에두차례씩메스를댔다 최근막을

내린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인천시청

을2연패로이끌었다지친몸을쉬어야

하지만 쉴 틈이 없다 다음달 3일 개막

하는광주U대회대표팀에선발됐기때

문이다

그는 올해는정말중요한해다 U대

회가끝나면A대표팀에들어가리우올

림픽 티켓도 확보해야 한다 올림픽 본

선에가는것이가장중요하다 가면금

메달을따고싶다고말했다

그의 동생 김선화도 광주U대회에서

함께 뛴다 온아선화 자매는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매 금메달리스

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자매는

광주에서 다시 한 번 영광을 품고 싶

다고 전했다 주희는 한국 골문을 지

키는든든한수문장으로나선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다음달 6일 중

국 7일우크라이나 9일에는숙명의한

일전을 펼친다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

이 우세해 본선 진출을 넘어 금메달을

노리고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이은경형예진세계유스양궁선수권 2관왕

광주체고형예진이14일(현지시각)미국이스턴양크턴양궁장에서열린세계유스양궁선수권대회에서여자개인전과단체전에서우

승 2관왕에올랐다 광주체고제공

한국金 8 획득 종합우승

<순천여고> <광주체고>

U대회빛낼

광주전남스타

핸드볼 김온아

광주의 우생순 기대하세요

핸드볼리그득점도움 2관왕

김선화주희와금메달사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