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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53의 땅콩스프린터 셸리앤프레이저프라이스(29

자메이카)가세계육상선수권여자100m 2연패에성공했다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2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제15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여자 100m 결승전에서 10

초76으로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했다 2013년모스크바대

회에이어 100m 2연패다

세계육상선수권 100m 금메달은 3개로 늘었다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2009년베를린대회에서도 100m 우승을차지했

다 2013년 200m 금메달 2009년과 2013년 여자 400m 계주

에서도 총 2개의 금메달을 손에 넣은 그는 세계선수권에서

만총 6개의금메달을수확했다

네덜란드의신예대프네시퍼스(23)가 막판스퍼트를했지

만 프레이저 프레이스를 넘어서지 못했다 시퍼스는 10초81

로네덜란드신기록을세우며2위를차지한것에만족해야했

다 3위는 10초86을기록한토리보위(미국)가차지했다

남자 3000m 장애물 경기에서는 에제키엘 켐보이(33케

냐)가대회 4연패의위업을달성했다

켐보이는 남자 3000m 장애물 결승에서 8분11초28을 기

록 8분12초38에 결승점에 도착한 팀 동료 컨세스 킵루토를

제치고우승을차지했다케냐선수들은이종목에서 14위

를독식했다

켐보이는 2003년 프랑스 대회에서 처음 세계육상선수권

무대에등장해3000m장애물은메달을따냈다 2005년헬싱

키 2007년슈투트가르트에서도은메달에획득했다

하지만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차지하더니

2011년 대구 2013년 모스크바에서도 3000m 패권을차지했

다 베이징에서도켐보이는압도적인기량을과시하며금메

달을목에걸었다 연합뉴스

꽃을단프레이저

금메달걸었다

세계육상선수권 女 100m 2연패

켐보이 3000m 장애물 4연패달성
1980년대 세계를 주름잡았던 전남복싱

이부활의신호탄을쐈다 최근 열린대통

령배 전국복싱대회에서 금메달 9개를 획

득하며종합 3위를차지한것이다

전남복싱연맹(회장 김정인)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강원도홍천종합

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금메달 9개은메달 5

개동메달 4개를 획득 경기인천에 이어

종합 3위에올랐다

전남복싱의 부활은 화순중전남기술과

학고가선도하고있다

전남기술과학고 박민상(3년)은 남고

부 52급 결승전에서배영식(대천고)을

2회 TKO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여고부에서는 같은 학교 임애지(1년)

가 57급에서 선수진(2년)은 75급

에서 금빛 펀치를 날렸다 주태웅(3년)은

남고부 91급에서 은메달을 박상민(2

년)은 49급에서동메달을각각수확했

다 목상고최예주(2년)는 69급에서금

메달대열에합류했다

대학부에서는 한국체대 박초롱(3년)과

김종진(1년)이 각각 48급 81급에

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

일반부에서는 전남체고 출신인 박정웅

과 김도경이 52급과 64급에서 금

메달을 추가했고 지난해 전국체전 전남

대표로 출전한 충북체고 출신의 이재광

(이상국군체육부대)은 56급에서은메

달을수확했다

중등부에서도금 1 은 3 동 3개를보탰

다 48급의윤선우(전남체중 2년)가금

메달을 신고했고 46급 서동근 66

급 박진원(이상 화순중 2년) 54급 김

준(전남체중 2년)이은메달을 63급이

경빈 80급문한렬(이상화순중2년) 

57급고성훈(전남체중 2년)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감독출신의나동길전남복싱

연맹 전무이사는 화순중전남기술과학

고 전남체중전남체고를 중심으로 우수

선수들이 대거 배출되고 있는 만큼 전남

복싱의 미래는 밝다며 이번 대회는 그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자 기폭제다고 말

했다 나 전무이사는 오는 10월 강원 전

국체전에서 1250점을 획득해 중상위권으

로도약하겠다고자신했다

전남복싱은 1980년대 문성길허영모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하며 한국

무대를 주름잡았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쇠퇴의길로접어들어지난20년간하위권

에서맴돌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복싱전국대회 3위부활의주먹

제4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오른 복싱 전남선수단이 파이팅

을외치고있다 전남복싱연맹제공

자메이카 프레이저가

베이징 세계육상선수

권대회에서 여자 100

m 결승에서 1위로 들

어온 후 환호하고 있

다 연합뉴스

대통령배시도대회金9 획득

화순중전남기술과학고 선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