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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황제 우사인볼트(자메이카

사진)가 7월 22일(이하 한국시간) 모나

코에서 열리는 2017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 허큘리스EBS 미팅남자 100m

에출전한다

그의 은퇴 무대인 런던 세계육상선수

권을 앞두고 치르는 최종 점검 무대다

런던대회는 8월 4일개막한다

IAAF는 22일 볼트의 허큘리스

EBS 미팅출전이확정됐다고전했다

볼트는 11일 고국 자메이카 킹스턴에

서 열린 자메이카 국제육상대회 레이서

스그랑프리남자 100m에서시즌첫공

식 레이스를 펼쳤다 자메이카 트랙과

작별하는무대였다그는당시 10초03으

로우승했다

이제볼트는화려한은퇴식을위해속

도를높인다

볼트는 6월 29일

체코 오스트라바에

서 열리는 골든스파

이크 대회 남자 100

m 경기에 나선 후 7

월 22일모나코대회

에서런던세계선수권을앞두고최종점

검을한다

볼트는올시즌을시작하며6월안에

100m 9초대기록만세우면 8월에는 9초

7대에진입할수있다고말했다

볼트는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총 11개

의금메달을수확했다

런던세계선수권에서볼트는 100m와

400m계주 2개의금메달을노린다

연합뉴스

한국육상을대표하는스프린터 김국

영(26광주광역시청)과 도약 종목 1인

자 김덕현(32광주광역시청)이 다시 한

번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준기록

에도전한다

대한육상연맹은 24일부터 강원도 정

선에서 제4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

회와 2017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

회를함께연다

김국영과 김덕현은 실업 선수 자격으

로 KBS배 참가 신청을 했으나 국가대

표로 코리아오픈 대회에도 나설 수 있

다 개인선택에따라두차례경기를치

를수있다

KBS배남자일반부 100m는 25일 코

리아오픈남자 100m는 27일에열린다

김국영은 남자 100m 한국 기록(10초

16) 보유자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

시아드에서세운이기록으로 2015년베

이징 세계선수권 2016년 리우데자네이

루올림픽에출전했다

런던 대회 남자 100m 기준기록은 10

초12다 김국영이 다시 한 번 한국 기록

을 단축해야런던무대를밟을수있다

김국영은 기온이 오른 6월말을 기록

달성의적기로보고있다

멀리뛰기는 24일(KBS배)과 27일(코

리아오픈)에 열린다 김덕현은 세계육

상선수권에 4차례(2007년 오사카 2009

년베를린 2011년대구 2015년베이징)

나출전한한국도약종목의역사다

한국기록이자자신의개인최고기록

(8m22)만뛰어도런던대회기준기록(8

m15)을넘어설수있다

남자 200m 박봉고(강원도청) 여자

100m허들 정혜림(광주광역시청) 남자

장대높이뛰기 진민섭(인천광역시청) 등

도 런던 대회 기준기록 통과를 넘보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연합뉴스

김국영김덕현세계육상선수권출전권도전

김국영 김덕현

내일KBS배 전국대회출전

볼트 은퇴 앞두고모나코대회서점검

지구촌 태권 후예 960명 무주서 한판 승부

지구촌 태권

도 스타들이

태권도 성지

인 무주 태권도

원에뜬다

2017 세계태

권 도 연 맹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세계정

상급선수들이대거출전한가운데24일부

터 30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의 T1경

기장에서열린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WTF가 2년

마다 개최하며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국

제태권도대회다 1973년 서울대회를시

작으로 남자부는 올해 23회째 1987년부

터 열린 여자부는 16회째를 맞았다 우리

나라에서 이 대회를 치르는 것은 2011년

경주대회이후 6년만이자역대 7번째다

WTF에따르면지난 20일까지 183개국

에서 선수 969명과 임원 796명이 참가 등

록했다 이는 등록 기준으로 2009년 코펜

하겐(덴마크) 대회의 142개국 928명을 넘

어선역대최다다

토고 탄자니아 말라위 남수단 지부티

등 17개국이세계선수권대회에처음출전

한다피지는 1983년WTF 회원으로가입

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무대에 오

른다 대회 처음으로이란출신난민여자

선수디나푸르요네스란제루디도참가해

의미를더한다

올림픽무대를그대로옮겨놓은듯한느

낌이 들 정도로 참가 선수들의 면면도 화

려하다

지난해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8명

(남녀 4체급씩) 모두 이번 대회에 참가

한다

남자부에서는 68급 정상에 올라 요

르단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

이 된 아흐마드 아부가우시 80급에서

코트디부아르역사상최초의올림픽금메

달리스트가 된 셰이크 살라 시세가 출전

하다

여자부에서는 2012년 런던대회와지난

해리우대회여자 57급에서올림픽 2연

패를달성한최고스타제이드존스(영국)

가 역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리우올림

픽 49급과 67급금메달리스트인우리

나라의 김소희(한국가스공사)와 오혜리

(춘천시청)도 다시 한 번 금빛 발차기에

도전한다

대회 직전인 22일과 23일에는 WTF 집

행위원회와총회가차례로열린다

총회에서는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

는선거가치러진다집행부선거는매 4년

마다 열리며 올해 총재 선거에는 조정원

현 WTF 총재가 단독 입후보해 5선이 확

실시된다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은29일입국해

30일 열리는대회폐회식을지켜본다

한편이번대회개회식에서는국제태권

도연맹(ITF) 시범단의 역사적인 방한 공

연이성사되면서남북교류확대에대한기

대감을키우고있다

ITF 시범단은 23일김포공항을통해입

국해 24일 개회식 공연을 시작으로 4차례

시범공연을 펼친 뒤 7월 1일 출국할 예정

이다 WTF는 한국 ITF는 북한 주도로

발전해온태권도종목의국제경기단체다

2007년 ITF 태권도협회가 남한에서 사

단법인 등록을 마친 것을 축하하고자 장

웅당시총재를비롯한 ITF 시범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해 춘천과 서울에서 시

범공연을 한 적이 있다 이후 ITF 시범단

은 10년만에다시한국땅을밟는다 하지

만 한국에서 열린 WTF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처음이다 연합뉴스

북한주도태권도단체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의방한공연이성사된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

도선수권대회가24일부터30일까지전북무주태권도원의T1경기장에서열린다대회개막일주여일을남긴 17일

무주에첫도착한프랑스선수단이무주학생태권도시범단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설레는무주

2430일 세계태권도선수권

정상급선수역대최다출전

북한 10년 만에방한공연

새정부스포츠교류물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