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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수영의간판 안세현(22SK텔

레콤)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

서역대한국여자선수최고성적을냈다

안세현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헝

가리 부다페스트의다뉴브아레나에서열

린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57

초07의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5위로 레이

스를마쳤다

전날준결승에서자신이작성한한국기

록(57초15)을 하루 만에 다시 008초 단축

했다

아쉽게메달획득에는실패했지만 2005

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 여자 배영 50m

의 이남은(8위)을 넘어서 한국 여자 선수

로는역대세계선수권대회최고성적을수

확했다 올림픽을 포함해도 한국 여자 선

수최고성적이다

올림픽에서는 남유선이 2004년 아테네

대회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 7위를 차

지한것이최고성적이다

금메달은 세계기록(55초48) 보유자인

사라 셰스트룀(스웨덴55초53)에게 돌아

갔다 셰스트룀은 2013년 스페인 바르셀

로나대회부터이종목에서 3회연속우승

을 일궜다 뒤를 이어 엠마 매키언(호주

56초18)과 켈시 워렐(미국56초37)이 은

동메달을 나눠 가졌다 안세현은 동메달

리스트워렐에게 070초뒤졌다

김서영(23경북도청)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인혼영

종목에서결승에진출해 6위로역영했다

김서영은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

서 2분10초40에레이스를마쳐 8명중 6위

를차지했다

개인혼영 200m는 한 선수가 접영배

영평영자유형의 순서로 50m씩 헤엄쳐

순위를가리는종목이다

첫접영 50m 구간을 27초94의기록으로

7위로돈김서영은자신의강세종목인배

영 구간에서 32초53의 랩타임으로 3위까

지치고나가메달기대를품게했다 이후

취약종목인평영으로헤엄치는 100150

m 구간에서 역시나 38초90으로 페이스가

주춤하면서 7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마지

막 자유형 50m 구간에서 힘을 내 순위를

하나끌어올리고터치패드를찍었다

홈 팬의응원을등에업은 헝가리의철

녀 카틴카 호스주가 자신이 가진 세계기

록(2분06초12)에는 못 미친 2분07초0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 대회 3연패를 달성

했다 연합뉴스

안세현 세계 5위여자수영 희망을 보다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

접영 100 또한국신기록

김서영개인혼영 6위 역영

한국여자역대최고성적

광주장애인체육회 볼링 서영춘(45

맨왼쪽사진)과김지수(21)가 2017 삼순

데플림픽 볼링 남자 3인조 대회에서 금

메달을획득했다

서영춘 김지수는 지난 24일 터키 삼

순의 삼순 볼링홀에서 열린 볼링 3인조

경기에서 안성조(경기)와 조를 이뤄 출

전해예선리그합산 3770점(AVER 628

33)으로예선리그 1위를통과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에서는 652대 578

로꺾으며금메달을목에걸었다

이로써 서영춘은 지난 22일에 있었던

2인조금메달에이어대회 2관왕의영광

을차지하게됐다

서영춘과 김지수는 오는 27일 5인조

경기에출전해대회 3관왕과 2관왕에도

전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며

109개국 5000여명이 참가하는 2017 삼

손데플림픽에는 광주장애인체육회 소

속선수 4명이출전해활약중이다

볼링의서영춘 김지수를비롯해사격

10m에 김고은(23)이 출전해 금메달을

겨누고 있고 태권도에는 박해정(21)이

품새 개인전 혼성전 단체전 출전을 준

비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체육중 황소진(3학년)이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학생사이클

대회 200m 기록경기에서 금메달을 획

득했다

황소진은 지난 24일부터 전주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이 대회 200m 기록경

기에출전해 2위인박인주(경북영주동

산여중)의 기록(12초 754)보다 0143초

앞선 12초 611의 기록으로 먼저 결승선

을넘었다

산정초 6학년 때 주위의 권유로 자전

거를 시작한 황소진은 광주체육중으로

진학하면서 자전거에 대해 두각을 나타

냈다 2015년 양양에서 열린 KBS배 전

국사이클선수권대회 독주경기 500m에

서 38초49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

했고 2016년 제45회 전국체전 200m 스

프린트에서 12초 093을 기록해 여자 중

등부최고기록을세웠다

이어 지난 5월 충남에서 열린 제46회

체전에서도 500m 독주경기에서 36초

996으로여자중등부최고기록을만들어

내는등체육꿈나무로평가받고있다

황소진을 지도하고 있는 강미영 코치

는 소진이는 1학년때부터꾸준한성적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다 앞으

로 남은 스크래치(3km)경기와 단체스

프린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장애인체육회서영춘볼링 2관왕

데플림픽 3인조대회금메달

광주체육중황소진학생사이클 200 금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스테

판 커리(29)가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언더아머스테판커리라이브인서

울 스포츠행사에참석한다

커리 방한은 언더아머스테판 커리 아

시아 투어의 하나다 커리는 7월 26일부

터 28일까지국내에머문다

커리는아시아투어에서서울과중국베

이징 청두 항저우 등 4개 도시를 방문한

다 이번행사에서국내농구팬 2000여명

청소년농구선수 다문화가정유소년각

종 스포츠 관계자 등과 뜻깊은 시간을 가

질계획이다

커리가농구기술을직접전달하는클리

닉과 3점슛퍼포먼스로쌓은적립금을기

부하는 이벤트 스테판세스 커리 형제가

팀을 나눠 펼치는 미니 농구게임 등 다양

한프로그램도열린다

커리는 이번 행사외에도 밋스테판커

리 인 UA 하우스에 참여하고 MBC예능

프로그램인무한도전에도출연한다

연합뉴스

안세현(22SK텔레콤왼쪽)과 김서영(23경북도청)이 한국수영역사에중요한이정표를세웠다 안세현은 25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다뉴브아레나에서열린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여자접영 100m 결승에서한국신기록을세우

며5위를기록했고김서영은개인혼영200m에서 6위로역영했다 연합뉴스

NBA 스타스테판커리내일국내팬만난다

서울서스포츠행사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