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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대회에 강한 편입니다 광주U대

회에서 메달을 딴 뒤 즐거운 마음으로

카잔 세계수영선수권과 리우올림픽에

가겠습니다

곡성출신의수영국가대표박선관이

물이 올랐다 지난 3월 제주한라배전

국수영대회에서 자신의 주종목인 배영

50m와 100m 우승은 물론 계영 400m

와 800m 혼계영 400m등전종목을석

권하며 5관왕에등극했다

앞서 열린 제87회 동아수영대회에서

는배영50m에서25초70(기준기록25초

78)을기록 광주U대회와카잔세계수영

선수권대회출전티켓을거머쥐었다

박선관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좋

은 기록을 세우고 난 뒤 자신감이 붙었

다고한다 그는 큰대회에강한편이

라며 작년 아시안게임 뿐만아니라 전

국체전에서도거의출전때마다자신의

기록을경신하고있다고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때 수영을 처음

시작했다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였

다 어렸을 때는 몸이 마르고 허약해

서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고등학교때

체격이 커지고 힘이 생기면서 실력이

부쩍 늘었다 열심히 하다보니 태극마

크까지달게됐다고회고했다

그의가장큰장점은성실함이다 183

cm 71kg인 그는 힘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대신물을잘탄다고웃었다

박선관에게는 시합 전 버릇이 있다

손톱을2주동안기르는것이다손톱이

길면 조금이나마 터치를 빨리 할 수 있

어서란다 그는 001초라도 줄이기 위

해손톱을기르는거다 그리고실제손

톱이 좀 길면 터치하는 느낌이 되게 좋

다고말했다

그는 지난 5월 곡성군민의 상을 수

상 금의환향했다

배영 200m에는 전남수영연맹 소속

의 임태정이 있다 올해 중앙대에 진학

한 그는 지난 3월 광주U대회 출전권이

걸린 동아수영대회 배영 200m에서 1

위를차지 출전권을획득했다

임태정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남

자배영 200m에서 1분58초82로 질주 4

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지난해 열린 전국대회의 배영 200m는

그가모두독식했다

그의 장점은 순발력과 지구력이다

특히 턴과 구간별 스파트 등 실전 레이

스에 강하다 그에겐 단점이 있다 185

 85의 건장한 체격의 꽃미남이지

만 수영 선수로는 발이 작아 킥이 약하

다 임태정은 이를 운동량으로 극복하

고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001초 줄이려손톱길러요

광주살레시오여고 이해선해옥 쌍둥

이 자매가 회장배전국테니스대회에서

준우승했다

이해선해옥자매는지난 18일강원도

양구중고등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린 제

45회 회장배전국여자테니스대회 여고

부복식결승에서박진실천수연(경산여

고)조에 세트스코어 02(26 46)로 아

쉽게패해준우승했다

자매는 1회전에서 김혜린안지선(경

신여고)조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긴

뒤 8강전에서도 김지영노현지(충북상

업정보고)조를 20으로물리치고준결승

에올랐다

준결승에서 우승 후보인 전세인공

효인(경산여고)조를 상대로 슈퍼 타이

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트스

코어 21(6367107)로 누르고 결승

에 올랐으나 박진실천수연(경산여

고)조에 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체육고등학교(교장 김성남) 사격

부가회장기전국사격대회에서금메달 2

개와은메달 3개를명중했다

광주체고는 지난 18일부터 대구 종합

사격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31회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남고부 50m권총 단체전

에서 1624점을합작해 1609점을쏜 흥덕

고를 15점차로따돌리고금빛총성을울

렸다

에이스 최보람이 556점을 쏜데 이어

김병호가 545점 이경민이 523점 고효석

이 500점을기록했다

최보람은 50m권총 개인전에서 은메

달을획득했다최보람은결승에서 1858

점을 기록 1883점을 쏜 김우종(대전 대

신고)의뒤를이었다 지난해아시안게임

2관왕 김청용(청주 흥덕고)은 3위를 차

지했다 최보람은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

체전에서도각각은메달을추가했다

임혜인은여고부 50m 소총 3자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혜인은 577점

을 획득해 575점을 쏜 박지혜(압구정고)

를 2점차로따돌리고정상에올랐다

남부대는공기권총에서메달 2개를땄

다 여대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는 봉다

예가홍승희(충북보과대)에이어은메달

을 단체전에서는 정소희이나현송진

영과동메달을합작했다

한편 한국사격의간판 진종오(KT)

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신기록 겸 비공

인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진종오는

남자일반부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결선 합계 2063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이는 자신이 지난 4월 국제사격연맹

(ISSF) 월드컵 국제사격대회에서 기록한

한국신기록 겸 세계신기록인 2060점을

03점웃도는점수다

권나라(청주시청)와 김종현(창원시청)

은 3관왕에올랐고 한국사격의기대주

김청용은대회 2관왕에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근 유도 국가대표에 발탁된 최희정

(광주도시철도공사)이 실업유도 최강자

에등극했다

최희정은 지난 1920일 강원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전국실업유

도 최강전 여자 57급 결승에서 기권

승을거둬금메달을목에걸었다

최희정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8강전에서 김주연(포항시청)을 우세

승으로 꺾었다 준결승에서 정현경(경남

도청)을 통쾌한 밧다리후리기 한판승으

로 제압했다 이어진 결승전에서 김민주

(동해시청)가 기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희정은 여수정보고를 졸업한 뒤 유

도 명문 용인대를 진학한 유망주였으나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이라는

큰부상으로위기를겪었다 지난해용인

대를 휴학하고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입

단해 꾸준히 재활치료를하며재기에 성

공했다

최희정은 아직 100% 회복은안되었

지만 재기의 기회를 준 광주도시철도공

사에 깊이 감사한다며 팀선배인 김성

연선수와아시안게임올림픽등국제대

회에서도꼭좋은 성적으로공사와광주

시민께보은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63급에출전한신슬기는이번대회

우승자 명지혜(포항시청)와 준결승에서

맞붙었지만 아쉽게 패해 동메달에 그쳤

다

한편 팀의 에이스 김성연은 광주U대

회출전에대비해부상방지와컨디션관

리를위해이번대회에참가하지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U대회빛낼

광주전남스타

수영 박선관

박선관은

▲1991년1월16일 곡성 출생 ▲

곡성석곡초전남체중전남체고

한국체대 ▲2010 광저우아시안게

임남자혼계영 400m은메달계영

400m 동메달 ▲2011 동아수영대

회 남대부 배영 100m 1위 ▲2015

제주한라배전국수영대회 남자일

반부혼계영 400m 배영 50m100

m 계영 400m800m 우승 5관왕

곡성출신배영메달기대주

제주대회金5컨디션최고

쌍둥이는강했다이해선해옥자매테니스전국대회준우승
<광주살레시오여고>

광주도시철도공사최희정 실업유도최강자등극

광주도시철도공사유도단최희정(맨왼쪽)과신슬기(맨오른쪽)가 2015 전국실업유

도최강전에서각각금메달과동메달을딴뒤최원감독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제공

전국대회 57급우승

신슬기 63급동메달

광주체고 회장기전국사격대회금2은3 명중

지난 18일제31회회장기전국사격대회남고부50m권총단체전에서정상에오른광

주체고사격부최보람김병호이경민고효석 광주체고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