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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최민

정(19성남시청)과 심석희(20한국체대)

가평창동계올림픽 직행티켓을놓고경

쟁한다

치열한 자존심 싸움의 무대는 오는 10

일부터사흘동안네덜란드로테르담에서

열리는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

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다

한국남녀쇼트트랙대표팀은올해세계

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6일 인천공

항을떠나결전지인로테르담으로향했다

이번 대회에는 최민정 심석희 김지유

(화정고) 노도희(한국체대) 김건희(만덕

고이상 여자부) 이정수(고양시청) 임경

원 서이라(이상 화성시청) 신다운(서울

시청) 한승수(국군체육부대이상 남자

부) 등남녀대표팀 10명이출전한다

태극전사들에게이번대회가중요한것

은 대표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쇼트트랙대표선수로뽑힐기

회가걸려있어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발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출전선수 선발기

준에 따르면 세계선수권대회 남녀부 종

합순위 3위이내선수가운데상위 1명이

대표선발 1순위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

에서남녀부개인종합 1위를차지하는선

수는 일찌감치 평창행 직행 티켓을 확

보 4월에 열리는 1 2차 대표선발전에 상

관없이 마음 편하게 올림픽 준비에 집중

할수있다

시선을끄는선수는단연여자대표팀의

쌍두마차 최민정과심석희다

2015년과 2016년 대회에서 2년 연속여

자부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최민정은 3

년 연속 쇼트트랙 퀸 자리에 도전한다

심석희는 2014년 여자부개인종합정상에

오른이후 3년만에 왕좌탈환을노린다

최민정과심석희는 2017 삿포로동계아

시안게임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올라 우열

을 가리기 힘든 경쟁을 펼쳤다 최민정은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심석

희는 여자 1000m에서 우승했다 둘은 여

자3000m계주에도나서한국의금메달을

합작하며 2관왕이됐다

최민정과 심석희는 동계아시안게임에

서 동료로서 한국의 메달을 위해 힘을 합

쳤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절친한 선

후배 관계를 잠시 접어두고 평창행 직행

티켓을 향해 개인종합 우승을 놓고 치열

한경쟁을펼치게됐다

최민정은 동계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솔직히 욕심이 난다 이번 시즌에는 세

계선수권대회 준비를 많이 했다며 개인

종합우승 3연패의의지를숨기지않았다

심석희도아시안게임을통해자신감이

생겼다 더단단히준비하겠다며왕좌탈

환의지를다졌다 연합뉴스

네덜란드세계쇼트트랙선수권

개인종합 1위는 평창직행

심석희 3년만에왕좌탈환노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키프로스컵

국제대회에서 뉴질랜드를 꺾고 결승에

올라스위스와우승을다투게됐다

윤덕여감독이이끄는여자대표팀은

7일(이하한국시간) 키프로스안토니스

파파도풀로스 경기장에서 열린 뉴질랜

드와 B조 3차전에서 후반 5분에 터진

강유미(화천KSPO)의 선제골과후반 7

분에 나온 지소연(잉글랜드 첼시 레이

디스)의 추가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B조에서 2승1무(승점 7)를 기

록한 한국은 스코틀랜드(2승1패승점

6)를 따돌리고 조 1위를 차지하며 결승

에올랐다

한국은 1차전에서오스트리아와 00

으로 비겼지만 2차전 상대 스코틀랜드

를 20으로제압한뒤뉴질랜드까지잡

아결승행을확정했다

반면 A조 1위가 유력시됐던 북한은

3차전에서 벨기에를 41로완파하고도

2승1패(승점 6)를 기록하면서 스위스(2

승1무승점 7)에 뒤져 34위전으로 밀

렸다북한은앞서 2차전상대인스위스

에 01로 패한게뼈아팠다

한국은다음달 7일북한평양에서열

리는2018 아시안컵예선에서북한과맞

대결을 벌이는데 키프로스컵에서 기대

됐던 미리 보는 남북대결은 북한이 조

2위로미끄러지면서아쉽게무산됐다

한국은9일새벽AEK아레나에서A조

1위스위스와우승컵을다툰다 연합뉴스

윤덕여호 내일 스위스와 키프로스컵 최강가린다

한국여자축구대표팀

뉴질랜드 20 꺾고 조 1위

강유미(가운데)가 7일키프로스안토니스파파도풀로스경기장에서열린키프로스컵뉴질랜드와 B조 3차전에서득점을시

도하고있다 연합뉴스

센동생최민정3연패욕심난다

최민정(왼쪽)과 심석희가 지난달 열린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경쟁하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