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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출신선수단 60명한국 종합 3위 이뤄내겠다

금메달 25개 종합순위 3위 광주U대회한국선

수단의목표다

손연재양학선기보배이용대김성연 등 한국

선수단은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결

단식을 갖고 광주U대회 선전을 다짐했다 한국은

21개 전 종목에 516명(선수경기임원 479명 본부

임원 37명)을파견해종합 3위를노린다 역대최대

규모다

한국은안방경기의이점을활용해금메달 272개

중 25개를 획득 종합순위 3위에 복귀하겠다는 각

오다

한국은 27차례 치러진 하계U대회 가운데 23

48회 대회를 제외하고 23차례 참가했다 첫 출전

한 1959년 1회 때는 노메달에그쳤다 육상 1개 종

목에 12명(임원 1명)의 선수단을 파견 참가에 의

미를뒀다 첫메달은 1967년 5회일본도쿄대회때

나왔다 여자농구에서첫금메달획득과함께유도

에서은메달 7개를 수확해 금 1 은 9 동 1개로 종

합순위 10위를차지했다

1991년 16회 영국 쉐필드대회에서는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가 남자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

는등금 5 은 1동3개로 종합 7위에 올랐다 1995

년 18회 일본 후쿠오카대회 때는 금메달 10개 등

27개의메달을획득 톱 5에진입했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한 제22회 대구대회에서는

금26 은 11 동 15개로종합순위에서중국러시아

에이어 3위를기록하며역대최고성적을거뒀다

2009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대회와 2011 중국 선전

대회에서도중국러시아와함께 빅3을형성했다

하지만 지난 러시아 카잔대회에서 일본에 3위 자

리를내줬다

한국 선수단은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만큼 꼭

3위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회 흥행을 좌

우할 손연재양학선이용대기보배 등 스타플레

이어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강세 종목인 태권

도펜싱유도등에서도좋은성적이기대된다

그 선봉에는광주전남선수들이있다 광주전

남 소속이거나 연고 선수는 총 60명(선수 51명임

원9)이출전 메달사냥에나선다

여자 유도의 기대주 김성연(24광주도시철도공

사)이 고향에 가장 먼저 금메달을 전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어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23한국

체대) 미녀궁사 기보배(27광주시청)와 최미선

(19광주여대) 배드민턴 황태자 이용대(27삼성

전기) 등도 금메달 사냥준비를마쳤다 구기 종목

인 핸드볼 김온아(27인천시청)주희(26서울시

청) 축구 김동준(21연세대)전인규(22남부대)

야구 이건열 감독(52동국대) 등도 선전을 기대하

고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한국선수단결단식선전다짐

21개 종목 516명 역대최대규모

유도김성연고향에첫金전할듯

25일오후서울송파구방이동올림픽공원수변무대에서열린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대한민국

선수단결단식에서선수단장인유병진명지대총장이대회기(태극기)를흔들고있다 연합뉴스

7(화)

0950 기계체조양학선종목별

결선(광주여대)

1100 양궁컴파운드결승

(광주국제양궁장)

1600 태권도품새(조선대)

1900 수영경영결선(남부대)

5(일)

0950 기계체조양학선박은경

결선(광주여대)

1300 사격 10m공기소총결선

(나주종합사격장)

1630 축구한국이탈리아

(정읍종합)

1950 펜싱에페플러레결승

(김대중센터)

4(토)

0950 기계체조양학선출전

(광주여대)

1200 농구미국터키

(동강대)

1815 유도김성연결승

(염주빛고을)

1919 수영 400m계영결선

(남부대)

7월3(금)

1000 다이빙(남부대)

1500 배구한국대만

(염주종합)

1900 개회식

(월드컵경기장)

6(월)

0930 배드민턴이용대예선

(화순하니움)

1300 배구브라질미국

(여염주종합)

1430 조정(충주탄금호)

1600 핸드볼한국중국

(고창군립)

1800 야구한국일본

(챔피언스필드)

8(수)

0700 골프 1R (나주골드레이크)

0900 육상첫날(월드컵경기장)

1100 양궁리커브기보배최미선

결승(광주국제양궁장)

1730 탁구남녀단체8강

(장성홍길동)

1815 유도단체전결승

(염주빛고을)

9(목)

1100 다이빙결선(남부대)

1600 핸드볼한국일본

(여나주실내)

1645 육상박영식배찬미

김국영결선

(월드컵경기장)

1700 펜싱단체전결승

(김대중센터)

1800 태권도겨루기(조선대)

10(금)

1100 야구준결승(무등경기장)

1645 육상이준김의연결선

(월드컵경기장)

1700 탁구남녀단체전결승

(장성홍길동)

1800 배구준결승

(남염주종합)

11(토)

0700 골프 4R이정은김아인

(나주골드레이크)

1400 리듬체조손연재이다애

예선(광주여대)

1710 육상세단뛰기(배찬미)

결선(월드컵경기장)

1800 배구여자결승(염주종합)

1900 야구결승(챔피언스필드)

12(일)

1400 리듬체조손연재

개인종합결선(광주여대)

1800 배드민턴결승(화순하니움)

1900 축구여자결승(나주공설)

2000 배구남자결승(염주종합)

13(월)

1130 탁구남녀단식결승

(장성홍길동)

1400 리듬체조손연재

종목결선(광주여대)

1800 농구남녀결승(염주종합)

1800 태권도겨루기단체전

결승(조선대)

1900 축구남자결승(나주공설)

U대회주요경기일정

14(화)

1900 폐회식

(월드컵경기장)

양궁기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