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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코리아오픈 남북 단일팀
서효원-김송이 조 16강 진출
<여자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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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 및 실업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고등부 단체전이 18일 전라남도 화순 이용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퉐
팦 당진정보고 이석찬이 ‘최강’ 서울체고를 상대로 스매싱
공격을 하고 있다. 당진정보고는 서울체고를 꺾고 8강에 진출했다. 퉐
팧 창덕여고 방주영이 힘겹게 리턴에 성공하고 있다. 퉐
팪 대전공고 강경문(왼쪽)-방영훈 조가 상대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퉐
팫 광명북고를 8강으로
화순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이끈 정우민이 스매싱 공격을 하고 있다.

강호 서울체고 잡았다…당진정보고 ‘승승장구’
남고부 단체전 3-2 승리…8강 진출
에이스 이석찬, 3복식·5단식 대활약
당진정보고가 ‘2018 이용대 올림픽제패
기념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
대회’ 남자고등부 단체전 첫날 경기에서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서울체고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당진정보고는 18일 전남 화순군 이용대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고등부 단체전 32강
에서 문수고를 3-2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이어진 상대는 전통의 강호 서울체고로 주
니어국가대표 김준영이 인천해양과학고

와 32강전에서 홀로 단식과 복식에서 승리
를 거두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당진정보고에는 주니어국가대
표에서 함께 활약하고 있는 이석찬과 김성
준이 버티고 있었다.
서울체고 김준영은 1단식에서 당진정보
고 고세영을 2-1(21-4 21-23 21-7)로 이기
고 기선을 제압했다. 당진정보고 단식 에
이스 김성준은 2단식에 출전해 신석환을
2-0(21-13 21-11)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
돌렸다.
3복식에서 당진정보고 이석찬-이병진
은 1단식에 이어 3복식에 김태환과 출전한
김준영을 만나 접전 끝에 2-1(21-19 14-21

21-15)로 이기며 앞서 나갔다. 강호 서울
체고는 쉽게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4복
식에서 김동휘-강용빈이 오민규-김순현을
2-0(21-19 21-11)으로 이기며 최종 5단식
까지 경기가 이어졌다.
당진정보고 이석찬은 3복식이 끝난 후
휴식 시간이 짧았지만 곧장 5단식에 출전,
서울체고 박성빈을 2-0(21-8 21-10)으로
크게 제치고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당진정보고와 함께 군
상동고, 전주생명과학고, 광명북고, 김천
생명과학고가 나란히 8강에 올랐다.
남녀대학부에 이어 이날 시작된 중고등
부 경기는 총 103개팀 763명이 선수가 참

가해 제2의 이용대를 목표로 열전을 펼쳤
다. 21일까지 단체전이 열리며 22일부터
24일까지 개인전 승부가 이어진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18일 경기결과
뀫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남 화순군)
깳남자 고등부 단체전 2회전=군산동고 3-1 충주공고,
전주생과고 3-2 전남기과고, 김천생과고 3-0 대구고,
당진정보고 3-2 서울체고, 광명북고 3-0 매원고, 대
전공고 3-2 이천제일고, 월봉고 3-0 현일고
깳여자 고등부 단체전 2회전=치악고 3-0 대성여고,
광주체고 3-0 대구제일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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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플래티
넘 2018 신한금융 코리아오픈은 지난 17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개막해 예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남북이 남·여복식, 혼합
복식에 단일팀을 이뤄 출전하면서 국민들
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회 첫날부
터 경기장은 만원사례를 이룰 정도로 전례
없는 흥행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자복식에 출전한 서효원(31·한국마사
회)-김송이(23·북한) 조는 대회 둘째날인
18일 예선에서 올라 김-레지나 김(우즈베
키스탄) 조를 20분 만에 3-0(11-4 11-5
11-2)으로 완파했다.
서효원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연습 첫
날과 경기 전에만 함께 연습을 했는데 생
각보다 호흡이 잘 맞았다. 처음 맞췄기에
긴장을 좀 했는데 나중에 다 풀렸다”고
말했다. 서효원-김송이 조는 19일 주율
링-왕만유(이상 중국) 조와 16강에서 만
난다.
한편 북한 남자 탁구 유망주 함유성(19)
은 21세 이하(U-21) 남자단식 준결승전에
서 일본의 소네 가케루를 3-2(12-10 5-11
10-12 11-7 11-6)로 꺾었다. 8강에서 세
계랭킹 3위인 기즈쿠리 유토(일본)를
3-1(11-9 6-11 11-2 11-3)로 꺾은 함유성
은 준결승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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