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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9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

는 201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

는 광주전남체육회 소속 선수 및 임원의

명단이확정 공개됐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국제대학스포

츠연맹(FISU)이 2년마다 개최하고 전 세

계 대학 스포츠 선수단이 한곳에 모이는

국제종합경기대회다 2015년 광주에서개

최되어우리에겐익숙한대회다

22개 종목(필수 14개 선택 7개 시범 1

개)에 150개국 11000여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대한민국선수단은전종목에선수

319명 임원 71명 본부임원 25명 등 총

415명이참가한다

김홍식 전라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하는 전남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임원 2명 전남 소속 선수 11

명이포함됐다

박경채 전남체육회 전문체육팀장이 본

부임원으로선출돼선수단과함께한다

지난 7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2017 세계선수권대회배영50m에출

전하여 자신이 수립한 한국 신기록(25초

07)을 경신한수영(경영) 원영준(전남수영

연맹)을 필두로 수구 정병영 윤영관 한

효민 최현석 장덕(한국체대) 양궁 이은

경(순천시청) 우슈 서희주(순천시우슈협

회) 유도 이승수(여수시청) 태권도 임금

별(한국체대) 롤러정은채(여수시청)선수

로 7개종목에 11명이참가해메달경쟁을

펼칠계획이다

광주체육회는 수영 농구 양궁 등 8개

종목에 13명의 본부임원과 경기임원 선

수들이참가한다

윤오남 조선대교수가본부임원으로선

출되어선수들을이끌계획이다

국선경광주대감독이여자농구대표팀

감독으로선임됐고여자양궁대표팀은김

성은광주여대감독이지휘한다

고천주송원대감독이야구대표팀코치

로 김동현 조선대 배드민턴 감독이 여자

배드민턴대표팀코치로발탁됐다

지난 해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서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한최미선(광주여대)을비롯해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 유도 금메달리

스트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가 참가

한다

또 여자대학농구 정규리그 전승 우승

을기록한광주대농구부중강유림 장지

은 김진희가대표팀에선발됐다

이외에도 태권도에 배종범(조선대)과

우슈의변성지(호원대 산타 52kg급) 수

영 자유영에 최혜민(이화여대)이 명단에

이름을올렸다

선수단은 오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대회장소인대만타이페이로출국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기술과학고가 제14회 중고 남

녀종별선수권대회 사브르 전 종목을 석

권하는 등 전남체육회 펜싱선수단이 고

른활약을펼치며대회를마감했다

전남기술과학고는지난 6일부터 11일

까지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사브르단체전에출전해 97회전국

체전 우승팀인 전북 이리여고를 만나

4521로우승을차지했다

개인전에서도 결승에서 전수인(기술

과학고 3)과 김정미(기술과학고 2)가 나

란히 출전해 1514로 전수인이 금메달

김정미가은메달을각각획득하는등최

상의 경기력을 선보여 작년 전국체전에

서저학년(2학년 2 1학년 2명)으로구성

된 팀으로도 단체전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한 사브르 최강팀의 저력을 과시하

였으며 전국체전 우승의 기대감을 높였

다

그밖에 남고부에서 해남공고가 플러

레단체전에서은메달 개인전동메달을

획득했다

중등부에서 화순제일중이 사브르에

서 은메달 2개를 해남제일중이 에뻬와

플러레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전남체육회 펜싱선수단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이번 대회 성적으로 전수인과 김정미

를 비롯해 정시환(해남공업고 3) 최동

윤(해남제일중 3) 김세빈(화순제일중

3)이 국제교류대회 파견 대표선수로 선

발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기술과학고(사진윗줄) 선수들과화순제일중(사진아랫줄) 선수들이대회우승

메달을들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 <전남체육회제공>

전남기술과학고사브르전종목석권

전남체육회펜싱선수단

종별선수권서고른활약

타이페이U대회광주전남선수단 26명참가

유도김성연양궁최미선태권도임금별등메달사냥

명단확정국선경여자농구대표팀감독등 17일출국

유도김성연

골프여제 박인비(29)가 국내 대회 첫

우승을또한번다음기회로미루게됐다

박인비는 13일제주오라컨트리클럽(파

726545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

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는 1개밖에 잡지

못한채보기4개와더블보기 1개를범해5

오버파 77타를기록했다

1라운드 이븐파 2라운드 2언더파에 이

어 최종 합계 3오버파 219타로 62명의 선

수가운데최하위권으로밀려났다

이날 10번홀에서출발한박인비는 13

14번홀에서연속으로공이벙커에빠지며

보기를기록한후 15번홀버디로한타를

만회했다 그러나마지막 79번 3개홀에

서보기더블보기보기를기록하며무너

졌다

박인비는 메이저 7승을 포함해 미국여

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8승을 올

리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딴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래머이자명실상부 골프여제

지만 유독 국내대회 우승과는 인연이 없

다

박인비는이날경기를마치고 퍼트도안

되고 샷도 안 됐다며 퍼트가 안 되는 게

생각이안날정도로샷이엉망이었다미국

가기 전에 샷감을 찾아 자신감을얻으려고

했는데 12라운드에서와달리이번라운드

에서 샷이너무안 됐다 경기 결과보다 그

부분이아쉽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유도이승수 양궁최미선 태권도임금별

박인비국내대회첫우승다음기회로

삼다수마스터스 3오버파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