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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청펜싱강영미빛나는 금빛찌르기

한국펜싱여자에페대표팀이 10일캐나다밴쿠버에서열린국제펜싱연맹(FIE)월드컵단체전에서우

승을차지했다.왼쪽부터최인정,강영미, 송세라,이혜인. /연합뉴스

여자에페월드컵단체전우승견인

남자도이탈리아꺾고동반금메달

도쿄올림픽메달전망밝혀

10일캐나다밴쿠버에서열린국제펜싱연맹(FIE)월드컵단체전에서우승한한국남자에페대표팀.왼

쪽부터박상영, 안성호, 권재선,송재호. /연합뉴스

광주서구청펜싱팀강영미가여자에페월드컵

단체전금메달을따냈다.

강영미는 10일 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린여

자에페월드컵단체전에서최인정(계룡시청), 이

혜인(강원도청), 송세라(부산시청)와 단체전 우

승을일궈냈다. 한국은결승에서중국을 39-34로

제압하고정상에올랐다.

강영미는 전날 같은 대회 개인전에서 카타리나

레히스(에스토니아),알렉산드라루이마리(프랑

스)에이어동메달을획득, 이번대회에서 2개메

달을목에걸었다.

강영미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이미 확보한 상

황에서최고의컨디션을보이고있어기대감을높

이고있다.

강영미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에

페개인전금메달과단체전에서은메달을따낸펜

싱간판선수다.

남자대표팀도국제펜싱연맹(FIE)월드컵단체

전에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

박상영(울산광역시청), 안성호(부산광역시청),

권재선(청주대),송재호(화성시청)로구성된남자

에페대표팀은10일(한국시간)캐나다밴쿠버에서

열린월드컵단체전에서우승을차지했다.

이번 2019-2020시즌에 앞서 스위스 베른 대회

단체전 5위, 독일하이덴하임대회 17위에자리했

던한국남자에페대표팀은이번대회에선스페인,

일본, 이탈리아를연파하고시상대맨위에섰다.

이탈리아와의 결승에서는 39-24 완승을 거뒀

다. 20-20으로맞선 8번째 경기에서송재호가가

브리엘레치미니에게4점을빼앗아내며리드를잡

았고,마지막주자로나선박상영이다비데디베롤

리를 4점으로틀어막고홀로 15점을책임져 에이

스 임무를완수했다.

/윤영기기자penfoot@ 연합뉴스

신진서거침없는19연승

LG배바둑결승 1국박정환에불계승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20) 9단이 박정환

(27) 9단을제물로 19연승에성공하며LG배우승

에다가섰다.

신진서는 10일경기도광명시라까사호텔특별

대국실에서 열린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제1국에서박정환에게 236수 만에백

불계승을거뒀다.

신진서는 박정환을 상대로 전적을 5승 15패로

좁혔다.

특히개인 19연승에성공하며한국바둑의대세

임을입증했다.

신진서가 오는 12일같은장소에서열리는 2국

에서도이기면첫LG배우승컵을들어올린다.

그러나 2국에서 박정환이 이기면 승부는 13일

최종3국에결정된다.박정환은제19회LG배우승

이후5년만에정상을노린다.

박정환과신진서중누가우승하든, 한국은지난

3년간중국에내줬던LG배우승컵을제20회대회

강동윤9단의우승이후4년만에되찾는다.

LG배 총규모는 13억원이고, 우승 상금은 3억

원,준우승상금은 1억원이다. 제한시간은각자 3

시간에초읽기 40초5회다. /연합뉴스

한국여자농구12년만에올림픽본선행

한국여자농구가 12년만에올림픽본선무대에복귀했다.도쿄올림픽티켓을받아든한국여자농구선

수단이환호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농구가 12년만에올림픽본선무대에

복귀했다.

이문규감독이이끄는한국은지난 9일(한국시

간)세르비아베오그라드에서열린2020도쿄올림

픽 여자농구 최종예선 B조 중국과 경기에서 60-

100으로크게졌다.

그러나이어열린경기에서스페인이영국을 79

-69로물리치면서한국,중국,스페인,영국 4개국

중상위3개나라에주는올림픽본선티켓을획득

했다.

우리나라는전날영국을82-79로제압, 3위(1승

2패)로이번대회를마쳤다. 3승의중국과 2승 1패

의스페인이올림픽본선에함께나간다.

한국 여자농구가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것은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올해가 12년 만이다.

2012년런던과 2016년리우데자네이루대회에는

최종예선을통과하지못했다.

한국은 이날 중국을 꺾었더라면 자력으로 올림

픽본선에나갈수있었다.

그러나전날영국을상대로접전을벌인여파로

초반부터크게밀리는경기를했다. 전반을 24-47

로크게뒤진한국은3쿼터가끝났을때는44-71로

점수차가벌어져역전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으

로내몰렸다.

강아정(KB)이17점으로가장많은득점을올렸

지만결국중국에 40점차참패를당한우리나라는

이어열린스페인-영국결과를기다려야하는처지

가됐다.

다행히스페인이경기내내영국을압도한끝에

10점 차 승리를 따내면서 한국은 2008년 베이징

이후 12년만에올림픽코트를다시밟게됐다.

올해열리는도쿄올림픽여자농구에출전할 12

개나라도윤곽을드러냈다.

10일세르비아와프랑스,벨기에에서끝난최종

예선결과우리나라와중국,스페인,호주,벨기에,

푸에르토리코, 세르비아, 캐나다, 프랑스, 나이지

리아가올림픽본선진출에성공했다.

이에앞서개최국일본과 2018년국제농구연맹

(FIBA) 월드컵우승팀미국이올림픽본선에선

착해있었다.

도쿄올림픽여자농구본선조추첨은 3월 21일

에진행된다.

본선에오른 12개나라가 3개조로나뉘어조별

리그를벌이며각조상위 2개국과조3위국가중

조별리그성적이좋은 2개나라가8강에진출하는

방식으로진행된다. /연합뉴스

쇼트트랙박지원3관왕

박지원(성남시

청 사진)이2019-

2020 국제빙상경

기연맹(ISU)쇼트

트랙월드컵5차대

회에서 3관왕에올

랐다.

박지원은 10일

독일드레스덴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1500ｍ2차레이스

결승에서 2분20초

923을 기록, 러시

아의 세멘 엘리스

트라토프(2분20초

960)를 0.037초

차로따돌리고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했다.

전날 1000ｍ에서금메달을따낸박지원은 1500

ｍ결승에서4바퀴를남기고러시아선두들을따돌

리고선두로나섰고,결승선을앞두고엘리스트라

토프와치열한경쟁을펼치다날들이밀기로우승

을확정했다.

박지원은남자 5000ｍ계주에서도황대헌(한국

체대), 이준서, 박인욱(대전일반)과 함께 결승에

나서남자대표팀우승에힘을보태면서대회 3관

왕을확정했다.

한편, 전날여자 1500ｍ1차레이스에서금빛질

주를 펼쳤던 최민정(성남시청)은 추가로 메달을

사냥하지못했다. 500ｍ결승에나선최민정은4위

로 밀렸고, 3000ｍ계주 결승에도 나섰지만 팀이

최하위에그치면서금메달 1개로대회를마무리했

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