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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47→10초35→10초24→?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7광주시

청)의 두 마리 토끼몰이가 성공할지관

심이쏠린다

김국영은 올 해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과 한국 최고기록 경신이라

는두마리토끼를쫓고있다

우선 올 8월 4일 런던에서개막하는세

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려면 국제육상경

기연맹이제시한기준기록을다음달 23일

까지넘어서야한다

올런던세계선수권대회기준기록은 10

초12로 강화됐다 김국영의 최고 기록은

10초16으로 다소 못 미친다 하지만 그는

이기록으로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2015

년) 당시한국기록을세우며그해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과이듬해인 2016년리우

데자네이루올림픽출전권을동시에따낸

바있다

따라서 김국영이강화된기준기록을충

족 런던무대를밟게되면새로운한국기

록을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 육상도

세계선수권대회 기준기록 통과자 배출

이라는목표를이루게된다

기록달성을위한레이스는순조롭다는

평가다

김국영은 제 4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

수권대회(5월4일) 때 10초47로 런던무대

출전을 위한 레이스를 시작한 뒤 전국실

업육상선수권대회(5월 22일)에서 10초

35로앞당겼다

이어 지난 2일 열린 제 71회 전국육상

경기선수권대회는 10초24(준결승)로 다

시빨라졌다 이런추세라면오는 24일정

선에서 열리는 제45회 KBS배 전국육상

경기대회가 런던 출전권을 따낼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국영은 여기에서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개인 일정으로 국제

대회에 출전해 출전권 확보를 노린다는

각오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남은 기

간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

고 있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한편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21서천군

청)은 이날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런던

대회출전기준기록(2m30)을넘어우승과

함께 국내 트랙과 필드 선수 중 처음으로

런던행티켓을확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 cokr

김국영(왼쪽세번째)이지난2일경북김천종합운동장에서열린제71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남자 100m결승에서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하고있다 대한육상연맹제공

10초35→10초24김국영 런던행 레이스 순조

전국육상선수권서 기록 단축

세계선수권 기준기록 10초12

24일 KBS배 경기 출전권 도전

유소연 숍라이트 컷 탈락재정비 필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64개

대회 연속 컷 통과 행진을 멈춘 유소연

(26사진)이 재정비가필요한때다 그

러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유소연은 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주 갤러웨이의 스탁턴 시뷰 호텔 앤드

골프클럽에서열린 LPGA 투어숍라이

트 클래식 2라운드에서 3오버파 74타로

부진했다

그결과는더뼈아팠다중간합계6오

버파 148타를 기록한 유소연은 이 대회

컷(3오버파 145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유소연이 2014년 10월 레인우드

LPGA 클래식부터 64개 대회 이어온

연속 컷통과 기록도 2년 8개월 만에 중

단됐다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68개 대회 연속 컷

통과 기록을 넘어서

지못했다

또 세계랭킹 1위

에오를기회도에리

야 쭈타누깐(태국)

에게넘겼다

유소연은 필리닷컴 인터뷰에서 모

든 것이 안 좋았다 1야드 차이로 정말

운이 안 따르기도 했다 정말 좋은 샷을

쳤는데도공이굴러가서목초속에서멈

추기도 했다 더 좋은 플레이를 하기를

바랐지만그러지못했다고말했다

그러면서 내가할수있는최상의경

기력을되찾기를바란다고기대했다

유소연은 연속 컷 통과 행진에는 전

혀신경쓰지않았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이상수(27국군체육부대사진)가 세

계탁구선수권 남자 단식에서 한국 선수

로는 10년만에 8강에올랐다

세계랭킹 20위 이상수는 4일 오전(한

국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메세뒤셀도르

프경기장에서열린 16강전에서세계 13

위 블라디미르 삼소노프(41벨라루스)

를 40(119 111 113 119)으로 완

파했다

한국 탁구가남자 단식 8강에 오른 것

은 10년 만이다 2007년 크로아티아 자

그레브 대회에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

원회(IOC) 선수위원

이 동메달을 획득한

것이마지막이었다

이상수는 정상은

(27삼성생명)을 1

4(711 1113 8

11 116 711)로물

리친 왕춘팅(26홍콩)과 4강 진출을 다

툰다

복식 4강에서 이상수정영식조는 모

리조노 마사타카오시마 유야(일본)조

에 24로아쉽게패했다 연합뉴스

이상수 세계탁구선수권 10년 만에 단식 8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