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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여자싱글의유영(과천중)

과 김예림(도장중)이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나란히

개인최고점을경신하며각각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유영은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볼차

노에서 끝난 20172018 ISU 주니어그랑

프리 7차 대회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서 기술점수(TES) 6361점 예술점수

(PCS) 5467점에 감점 1점을 합쳐 11728

점을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042점을 받

은유영은총점 17770점으로 32명의선수

가운데최종 5위로대회를마쳤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총점 모

두 지난달 처음 출전한 ISU 주니어 그랑

프리 5차대회의점수를뛰어넘는개인최

고점이다

이날 캐리비안의 해적 오리지널 사운

드트랙(OST)에 맞춰 연기한 유영은 이날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트리플 살코 트리플 루프로 이어지는 초

반세번의점프과제를모두깔끔하게성

공해수행점수(GOE)를챙겼다

가산점이붙은후반부점프가운데더블

악셀트리플토루프콤비네이션점프에서

회전수가부족한데다착지후엉덩방아를

찧으면서점수가깎였다

그러나레이백스핀과체이지풋콤비네

이션 스핀 두 차례의 스핀 연기에서 모두

레벨4를받는등무난한연기를펼치며점

프실수를만회했다

유영보다 먼저 프리스케이팅연기에나

선 김예림은 기술점수 6498점 예술점수

5044점을합쳐 11542점을받았다

쇼트프로그램 점수와 합친 총점은 167

64점으로유영에이어전체 6위다

김예림역시지난해주니어그랑프리대

회에서기록한개인최고점 16589점을경

신했다

김예림은 이날 영화 라라랜드 OST에

맞춰큰실수없이차분하게연기했다

마지막더블악셀더블토루프더블루

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GOE가 050점

깎인것을제외하고나머지점프과제에서

모두GOE를쌓았다

플라잉싯스핀도레벨 4로연기했으나

스텝시퀀스는레벨 2밖에받지못했다

남자 싱글에서는 이시형(판곡고)이 총

점 17616점으로 10위에 올랐고 차영현

(대화중)은 15136점으로 16위에 자리했

다

이번대회여자싱글 1위는러시아의소

피아 사모두로바(19219점) 남자 싱글 우

승은이탈리아의마테오리초(22918점)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전남우슈협회 서희주와 윤웅진

(산타56kg)가 최근러시아카잔에

서 끝난 제14회 세계우슈선수권대

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로

역대최고의성적을거뒀다

미녀 검객으로도 유명한 서희주

는 검술과 창술 종목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7년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슈

여자 선수 중에서 단연 최고의 실

력자다

서희주는 지난 2015년 자카르타

세계우슈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 야마쿠치(962점)

를따돌리고 965점을획득 세계대

회 검술 2연패를 달성했다 창술에

서는은메달을차지하는쾌거를이

뤘다

산타56kg의 국가대표로 처음

국제대회에 참가한 윤웅진은 세계

최강중국의리강을만나화끈한경

기를 펼쳤지만 아쉽게 패해 은메달

을목에걸었다

전남우슈협회는 비인기 종목인

우슈가 전남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중학교 최초로 우슈팀을 창단추진

중이다며 중고대 일반부팀까

지 연계육성으로 전남우슈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98회전국체육대회출전을앞둔광주

체육회소속선수단이결단식을갖고광주

의자존심을건필승을외쳤다

광주체육회는 지난 13일 염주체육관에

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을 알리는

광주선수단결단식을개최했다 <사진>

결단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의장 장휘국광주시교육감등

기관장들과 종목단체 회장 등 임원 및 선

수 1200여명이참석했다

전국체전참가계획발표와함께선수단

기 수여 등으로 시작된 결단식에서 한국

육상 간판 김국영과 양궁 여제 기보배(이

상광주시청)가선수대표선서자로선수단

의 필승을 다짐하는 등 대회 참가의 의지

를다졌다

선수단에대한격려도이어졌다

지난 2017타이베이하계U대회에서 선

전한선수단에포상금이수여됐고선수단

사기진작을위해지역기업체와유관기관

의격려금도전달됐다

선수육성 후원금으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5000만원을 광주은행(은행장 송

종욱)과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 (주)

호원(대표이사 양진석)에서 각각 1000만

원등의격려금을전달하며광주선수단의

선전을기원했다

광주선수단은이번전국체전에육상등

총 45개 종목 1344명의 대표선수들이 출

전하게된다광주는지난해전국체전에서

광주전남분리이후원정 27년만에최다

메달을 획득했던 기세를 몰아 올 체전에

서도선수들의경기력을최대치로끌어올

리겠다는방침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14회세계우슈선수권대회여자투로검술종목에참가한서희주(전남우

슈협회)가검술연기를펼치고있다 <전남체육회제공>

피겨 꿈나무 유영김예림 쑥쑥 커간다

주니어그랑프리 7차대회

개인최고점경신 56위

전국체전필승다짐

광주선수단결단식

미녀검객서희주검술 2연패

전남우슈협회소속세계우슈선수권서금메달

창술에선은메달획득

산타56kg 윤웅진은메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