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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매체 가디언이 전 세계

1999년생 축구 선수 중 차세대

유망주 60명을뽑으면서한국에

서는 광주 금호고 김정민<사진>

의이름을 올렸다

가디언은 6일(한국시간) 프

로축구 광주FC 유스팀인 금

호고의 미드필더 김정민이

제2의 기성용이라 불린다

고소개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

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팀 주

장 기성용 역시 금

호고 출신으로

기성용의 아버지

는기영옥광주 FC단장이다

가디언은 기성용과 김정민을 비

교하면서 둘 다 침착하고 편하게

볼 소유를 하며 패스 안목이 훌륭

하다고평했다

이어 10대 선수에게 거의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 K리그에서 김정

민이광주 1군 진입에근접해있다

면서 머지않아김정민이기성용의

전철을밟아유럽에진출할수있을

것이라고전망했다

가디언은 지난해 1998년생 유망

주로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소속 이승우를 2014년에 1997년생

유망주로는 서정현(당시 포항제철

고)을뽑은바있다 연합뉴스

한국간판스포츠스타들을한자리에서볼수있

는 제 97회전국체육대회가 7일막을올린다개회

식은이날오후 4시사전행사를시작으로충남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열린다

이번 전국체전은 함께뛰는 충남체전 국민화합

감동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 15개 시군 72

개경기장에서고등대학일반부로나눠전국17개

시도 선수 1만8567명 임원 6244명 등 2만4811명

이참가해기량을겨룬다 47개경기종목중수상스

키택견은시범종목으로치러진다

광주에서는 선수임원 등 1305명을 전남은 47개

종목에1660명(선수1228명임원432명)을파견한다

광주 선수단은 광주시청 육상팀인 김국영(25

100m)을 비롯 김덕현(31멀리뛰기 세단뛰기)배

찬미(25세단뛰기) 올림픽 단체전 8연패를 일궈

낸 양궁 기보배(28광주시청) 최미선(20광주여

대) 수영 남유선(31개인혼영) 백수연(25평영

200m) 유도김성연(25광주도시철도공사)등의선

전을기대하고있다

전남은 전남체육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복

싱유도스쿼시수중핀수영등 5개전략종목을육

성해온데다 박경두(남자 펜싱해남군청) 원영준

(수영전남수영연맹) 박칠성(남자 경보삼성전

자) 김준홍(속사권총국민은행) 등 리우올림픽 출

전선수들도 선전할경우종합 11위 달성이가능할

것으로예측하고있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의감동을이어갈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활약도관전포인트다

양궁에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 구본

찬 김우진 이승윤(이상남자부) 장혜진이모두나

서면서 놓치지 말아야할 경기로 꼽힌다 사격 진종

오와김종현태권도김소희 펜싱박상영등도이번

대회에출전 당시감동을선사할것으로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gnju.co.kr

한국 수중대표팀 김효민이 제2회 세계무호

흡잠영선수권대회에서 5위를기록했다

김효민은 5일(한국시간) 터키카스 안탈야에

서열린대회남자부CWT부문에서 3분 4초간

숨을 참아 90m 잠영에 성공했다 여자부 김선

영은 2분 30초간숨을참아 62m를기록 4위에

올랐다

프리다이빙무호흡잠영은숨을참은상태로

깊게잠수하거나멀리수영하는종목이다 올

해 3월경상북도문경국군체육부대에서제1회

무호흡잠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등 국내에서

도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0일까

지열린다

한편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제97회전국체

육대회 핀수영종목에 세계기록보유자 이관호

와장예솔이출전한다고밝혔다 연합뉴스

수중대표팀김효민 세계잠영선수권대회 5위

3분 4초간무호흡 90m 잠수

금호고 김정민 제2의 기성용

英가디언 1999년생 축구유망주 60인 선정

97회전국체육대회개막을하루앞둔6일 주경기장으로활용될아산이순신종합경기장에서대회관계자들이개막축하공연손발을맞춰보고있다 연합뉴스

간판스타 총출동 전국체전 개막
오늘충남아산에서열려

김국영기보배최미선김성연등

광주전남선수 2000여명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