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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62017 국

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2

차대회마지막날경기에서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휩쓸었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한체대)는 여자

계주 3000m와 1500m 2차 경기에서 금메

달을목에걸며 2관왕에올랐다

심석희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솔트레

이크시티유타올림픽오벌에서열린대회

여자 1500m 2차결승에서 2분 22초 384의

기록으로가장먼저결승선을끊었다

심석희는정상컨디션이아니었다왼쪽

발꿈치를 다쳤던 심석희는 그동안 회복

훈련에 전념했다 그는 몸 상태를 완전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번 대회에 출전했

다

심석희는전날출전한여자1000m준결

승을 1위로 통과했지만 실격되면서 결승

진출에실패하는불운을겪기도했다

심석희는 1500m 2차 경기 결승에서 울

분을 쏟아냈다 그는 결승 레이스 중반까

지선수들사이에서체력을비축하다가중

반부에스피드를끌어올리며선두로치고

올라갔다이후별다른위기없이1위로경

기를마쳤다

2위는 김지유(잠일고) 3위는 노도희(한

체대)가 차지해 한국 선수들이 금 은 동

을휩쓸었다

심석희는이후열린여자3000m계주에

서도맹활약하며 2관왕을차지했다

그는 7바퀴를남기고스피드를올려1위

자리를꿰찼고 3바퀴를남기고주자로나

와 2위 중국과 격차를 크게 벌렸다 심석

희 최민정(서현고) 김지유 노도희로 꾸

려진 여자 대표팀은 무리 없이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전날 1차대회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과 1000m 1위인김지유도 2관왕에

올랐다

최민정은이날한국쇼트트랙의취약종

목인 단거리 5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하

기도했다그는레이스초반 4위로처져있

다가영국엘리스크리스티가넘어지면서

3위로 올라갔다 이후 마지막 곡선주로에

서 바깥쪽 코스를 질주해 중국 판커신을

간발의차로제치고역전은메달을땄다

남자부에서는 1500m에 출전한 이정수

가 2분8초646으로값진은메달을땄다 그

는 경기 후반까지 하위권에 처져있다가 2

바퀴를 남기고 바깥쪽 코스를 노려 다른

선수들을제쳤다그리고결승선에서스케

이트날밀기로러시아세묜옐리스트라토

프를제치고 2위를기록했다

쇼트트랙대표팀은이번대회에서금메

달 5개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땄다

대표팀은 다음 달 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3차 쇼트트랙 월드컵대회에 출

전한다 연합뉴스

심석희 부상실격 불운 딛고 2관왕

심석희(왼쪽부터)김지유노도희가 14일미국유타올림픽오벌에서열린 ISU쇼트트랙월드

컵2차대회여자 1500 2차경기에서나란히 13위를차지하고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월드컵 2차 대회

15003000계주金

한국금2은3동1 획득

한국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이 2016

2017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

연맹(IBSF) 북아메리카컵에서 각각 은

메달을땄다

원윤종김진수전정린오제한 팀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

린 봅슬레이 남자 4인승 부문 1차 대회

에서 1분49초23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

다

1위는 1분48초68의 캐나다 3위는 1

분49초47의미국팀이차지했다

석영진김근보이경민장기건 팀은

1분50초08로 7위에올랐다

앞서이날같은장소에서열린스켈레

톤 남자 부문 1차 대회에서는 이한신이

1분54초78로은메달을획득했다

금메달은 1분54초13의 안더 미람벨

(스페인) 동메달은 1분54초88의조세프

세치니(이탈리아)에게 돌아갔다 김준

현은 1분56초11로 9위를차지했다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남

자 봅슬레이 2인승(원윤종서영우) 스

켈레톤(윤성빈) 부문 금메달에 도전한

다지난시즌을세계랭킹 2위로마친한

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은 이날 출

전하지않았다 연합뉴스

한국봅슬레이스켈레톤북미컵 2위

캐나다 1차 대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통산 20승을 달성한 이보미(28사진)에

게영구시드권을준다고 14일밝혔다

이보미는 13일끝난 JLPGA 투어 이

토엔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연장

전끝에우승 일본무대통산 20승을올

렸다

KLPGA는 KLPGA투어 상금순위

로 인정한 대회중통산 20승 이상 선수

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LPGA 투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LET) 상금순위로 인정한 대회 중 3개

투어통산 20승이상선수에게영구시드

권을준다

고(故) 구옥희 박세리(39하나금융

그룹) 전미정(34진로재팬) 신지애

(28) 박인비(28KB금융그룹) 안선주

(29) 이지희(37)가 영구시드권을 획득

했다

연합뉴스

일본 골프통산 20승 이보미

KLPGA 평생 출전보장

한국빙상 나란히금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