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제20406호 ��
스포츠

현재 30 40대 상당수는 학창시절 체육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다

한국 100m 기록은 10초34다 1979년

서말구가 세웠다 이 기록이 XX년째 깨

지지 않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참이

지나 이 기억마저 가물가물해진 2010년

한국신기록이나왔다는반가운소식이들

렸다

주인공은 당시 열아홉 살이던 김국영

(26광주광역시청사진)이었다 그는 전

국육상선수권대회예선에서 10초31을 찍

어 한국기록을 갈아치웠고 불과 1시간여

뒤준결승에서 10초23으로또신기록을작

성했다 무려 31년 만의 한국 신기록이었

다 현재 100m 한국기록은 10초16이다

김국영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세웠다

김국영은 2010년 한국기록을 깼을 때

는사실좋다기보다는얼떨떨했다며 워

낙 어려서 부담 없이 대회에 나섰는데 그

렇게좋은기록이나왔다고돌아봤다

그러면서 재작년 10초16이 나왔을 때

는정말기뻤다며환한미소를지었다

김국영은 현재 광주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날씨가 더 따뜻

한제주도로옮겨두달간전지훈련할예

정이다

김국영은 새해를 맞아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 연내 9초95에도전해볼생각이다

그는 (내가 세운) 한국기록도 깨고 싶

지만 최종목표는 9초대다 9초99를 기록

하면 한 번 걸려들었다 정도의 느낌일

거 같아 9초95를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

했다

물론 만만한 도전은 아니다 아시아 기

록은카타르국적의페미오구노데가보유

한 9초91이다 하지만 오구노데는 나이지

리아출신으로 아시아인은아니다 아시

아인의 최고 기록은 중국 쑤빙톈이 세운

9초99다

김국영은 큰 꿈에 걸맞은 매우 강도 높

은훈련을소화하고있다

그는 스타트가 뛰어나지만 가속도를

높여 최고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능력

은조금아쉽다는평가를받는다 이런 이

유에서그는요즘 400m 선수들과같이훈

련하고있다

김국영은 400m를 전속력으로 달리니

정말너무힘들다 매일매일내한계를시

험하는 느낌이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

들었다

그는 4월말일본에서열리는대회를시

작으로 6월부터미국 유럽대회에도출전

할 계획이다 올해 가장 큰 대회는 8월 영

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로 출전 요건이 만만치 않다 남자 100m

기준기록은 10초12다 현재 한국기록보다

004초빠르다

김국영은 목표인 9초대를뛰려면한국

기록부터깨야하는데 그 과정을잘거치

면세계선수권대회에도나갈수있지않을

까기대해본다고말했다

2015년고인이된서말구씨는오랫동안

한국단거리육상의전설이었다 김국영은

훗날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을까 그는

잠시생각에잠기더니곧입을열었다

한국신기록을세워도그게9초대가아

닌이상만족하지않을거예요 많은분이

저를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던 선수

로기억해주셨으면좋겠어요

연합뉴스

김국영 올해는 100 9초대 뛴다

김국영의훈련모습 연합뉴스

31년 만의 한국신기록

광주서강도높은훈련

세계선수권출전목표
정현(104위삼성증권 후원사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에어셀 첸

나이오픈(총상금 44만7480 달러) 16강

에진출했다

정현은 2일(현지시간) 인도 첸나이에

서열린대회이틀째단식 1회전에서보

르나 초리치(48위크로아티아)를 20

(63 75)으로제압했다

1996년생 동갑인 초리치를만난 정현

은이날서브에이스 6개를포함해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아 2시간 2분 접전을

승리로마무리했다

초리치는 2015년에 세계랭킹 33위까

지 올랐으며 앤디 머리(1위영국) 라파

엘나달(9위스페인) 등세계정상급선

수들을물리친경험이있는선수다

정현이 투어 이상급 대회 본선에서 이

긴것은지난해4월터키이스탄불에서열

린이스탄불오픈이후약 8개월만이다

2017시즌첫대회출발을상쾌하게시

작한정현의 2회전상대는두디셀라(96

위이스라엘)다 정현은 2015년에 셀라

를 처음 만나 20(62 61)으로 승리했

다 연합뉴스

최정상의 골퍼라

고무조건컷을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런 면에서 유

소연(27사진)은 조

용한강자다

유소연은 2015년

과 2016년에 출전한 모든 LPGA 투어

대회에서컷을통과했다 정확하게말하

면2014년 10월레인우드클래식부터55

개대회연속컷통과행진을이어왔다

실수가 없었다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던기록이다 유소연은 2014년 9월에

비앙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경기 중 휘

어진퍼터를그대로사용했다가규정위

반으로실격됐다 그이후로는출전하는

대회마다컷을통과하고있다

유소연이 2014년 8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이후우승을추가하지못했는

데도높은세계랭킹(9위)을유지하는이

유는 바로 이 꾸준함이다 55개 대회 연

속 컷 통과는 현재 LPGA 투어에서 진

행중인최장연속컷통과기록이다

리디아 고는 2015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 이후 처

음으로컷탈락을경험하기전까지 53개

대회연속컷통과를이어간바있다

유소연은 올해 13개 대회에서 추가로

컷을 통과하면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

탐(스웨덴)과 이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

히 할 수 있다 소렌스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68개 대회 연속 컷 통과 기

록을 갖고 있다 폴라 크리머(미국)는

2014년 스윙잉스커츠클래식까지 82회

연속컷통과를기록했다

LPGA 공식 홈페이지는 2017년 주

목할 것 5가지 중 4위로 유소연의 연속

컷 통과 기록 행진을 꼽았다 LPGA는

2016년에도 유소연이이 기록을이어갈

지에 주목했고 유소연은 시즌 전 대회

컷 통과로 화답했다 올해도 유소연은

기록연장에도전한다 연합뉴스

컷 통과달인 유소연 소렌스탐기록도전

현재 55개 대회연속통과

정현 초리치제압

첸나이오픈 16강 진출

광주광역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