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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8일 염주빛고을체육관)

중량급인 70급은 유럽이 절대강자

다 체격과 힘이 좋은 탓이다 하지만 틈

새는있다

힘으로만상대하려는상대에게힘을실

어주지 않으면 된다 힘으로 하려다간 백

전백패다 방법은있다 먼저잡고먼저공

격하는 것이다 순발력과 민첩성을 활용

해주특기인전광석화같은업어치기발기

술로순식간에끝내는것이다 종주국 일

본과 신흥강호 몽골도만만치않다

김성연을지도하고있는최원대표팀코

치는 체격의 열세는 상대를 역이용하면

된다 기량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며

특히 홈그라운드의 이점과 고향 팬들의

열띤 응원의 힘을 받아 좋은 결과로 보답

하겠다고말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배드민턴 中최대강적야구 숙명의한일전

(7월612일 화순하니움)

대한민국 배드민턴은 세계 정상권이다

이용대유연성 고성현신백철 조가 라이

벌로호주오픈과인도네시아오픈을나눠

먹었다하지만광주U대회에서는이용대

고성현이라이벌이아닌동료로만났다이

들은 2013 카잔U대회에서호흡을맞춰남

자복식금메달을따낸주인공들이다 다시

한번호흡을맞춰2연패에도전한다

이들의 경쟁자는 중국과 인도다 이상

복배드민턴총감독은 금메달 6개중 5개

이상을따내겠다며 금메달경쟁자인중

국선수들의전력을파악해단체전과혼합

복식경기에서승리한다면무난하게목표

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자신했다

(7월6일 챔피언스필드 7월9일 나주실

내체육관)

한일전은 뜨겁다 특히 구기종목은 더

하다 경기시간이 길어 공방이 불가피하

기때문이다 광주U대회에서도한국대표

팀은 야구와 핸드볼에서 일본을 만난다

야구는 객관적 전력에서 일본이 강하다

그래도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은 충만하

다 일본만 만나면 정신력이 배가되기 때

문이다

이건열 대표팀 감독은 객관적인 전력

에서는 일본에 뒤지지만 집중력을 발휘

해꼭승리를가져올수있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출신의김온아와주희가뛰는여자

핸드볼도 9일일본과붙는다 일본을상대

로 우생순 신화를 재현하는 발판으로 삼

겠다는것이다

(7월47일 광주여대)

도마의신 양학선의최대라이벌은 양

학선2다 자신의새로운비밀병기를입증

해 보이는 것이다 라이벌로 꼽히던 북한

리세광과러시아선수들이광주U대회 불

참을통보하면서자신과의고독한싸움이

최대변수가됐다

양학선은 아직 국제대회에서 제대

로 입증된 적이 없는 양2(도마를 옆으

로 짚어 3바퀴 반 비트는 기술 이상 난

도 64)를 고향인 광주U대회에서 야심

차게 성공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

다

내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을 염두에 두

고 라이벌들과의 직간접적 사전 경쟁을

통해 기를꺾고자 하는기선 제압의 의미

도담겨있다

체조는 다른 선수 신경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는 그의 말처럼

광주U대회를 통해 도마 1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를기대한다

금메달벽을넘어라놓치면후회할라이벌전 빅4

 배드민턴 이용대고성현조남자복식 2연패도전

남자야구여자핸드볼 잘 만났다일본자신감충만

한국여자핸드볼팀

기계체조 양학선 양2 성공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

여자유도 70급김성연유럽의체격힘넘어서야

이용대고성현남자복식조

김성연

광주U대회결승경기장가는길

광주국제양궁장(양궁)

주소 : 광주시남구회재로11891

버스정류장 : 서남하이츠

버스노선 : 순환01 지원45 대촌71진월75 진월78

광주여대U대회체육관(기계리듬체조)

주소 : 광주광산구여대길201

버스정류장 : 광주여대

버스노선 : 수완11첨단40 금호46상무62 송정98 임곡290
마을700 마을701 마을720

광주U대회주경기장(육상)

주소 : 광주시서구금화로240

버스정류장 : 염주체육관

버스노선 : 풍암16첨단20풍암26송암47금남59송암74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야구)

주소 : 광주시북구서림로10

버스정류장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버스노선 : 풍암16 일곡38 운림51 용전84 첨단95 금남58
임곡89 송정98 지원151

염주종합체육관(농구배구)염주실내수영장(수구)

염주빛고을체육관(유도결승)

주소 : 광주시서구금화로278

버스정류장 : 염주체육관

버스노선 : 풍암16 첨단20 풍암26 송암47 금남59 송암74

남부대국제수영장(다이빙경영)

주소 : 광주시광산구첨단중앙로23

버스정류장 : 남부대학교

버스노선 : 첨단09상무22 첨단30 첨단192 마을7201
마을720

김대중컨벤션센터(펜싱)

주소 : 광주시서구상무누리로30

버스정류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버스노선 : 순환01 상무22상무63 상무64 518 공항1000
일곡38

조선대체육관(태권도)

주소 : 광주시동구필문대로309

버스정류장 : 조선대공과대학조선대

버스노선 : 지원15진월17 봉선27 일곡28 운림35 순환01
공항1000

진월국제테니스장(테니스)

주소 : 광주시남구화산로30

버스정류장 : 효덕동주민센터

버스노선 : 진월75 첨단95 금남55 금남59 봉선76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배드민턴)

주소 : 전남화순군화순읍학포로2698

버스정류장 : 벽라교

버스노선 : 지원152 218 2181 3181

나주공설운동장(축구)

주소 : 전남나주시영산강변로99

버스정류장 : 실내체육관

버스노선 : 100109 160 400 402404 500505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