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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미녀새미녀총잡이얼짱경쟁 후끈

인천아시안게임이 막바

지에 접어들면서 메달 경쟁

뿐 아니라 얼짱 경쟁도 뜨

거워지고있다 출중한실력

을 갖춘데다 빼어난 외모까

지 더한 그들의 거친 숨과

땀을 보노라면 묘한 매력에

빠져들게한다

미녀 새 미녀 총잡이

미녀 검객핑퐁 미녀 등

많은 미녀 스포츠 선수들이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후끈달구고있다

공식 얼짱은 단연 리듬

체조의 손연재(20연세대)

다 아기 같은 외모에 완벽

한 몸매 탁월한 실력까지

두루 갖춘 월드 스타다 손

연재는 4년 전인 2010 광저

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

매체가 선정한 4대 미녀에

뽑힐정도로화제였다 이번

대회에서 손연재는 한국 리

듬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손연재는 1일에

이어 2일 금빛연기를펼친

다

핑퐁 미녀 서효원(27한

국마사회)도 중국까지 미모

소문이뻗쳤다 예쁘장한얼굴 톱랭커의실력으로지난 4년간 폭풍성장

을 했다 지난 27일 탁구경기시작과함께서효원의미모는네티즌들사이

에뜨거운화제가됐다 하얀 피부에쌍꺼풀없이큰눈 오똑한 코 예쁘장

한얼굴로고개를갸웃하며폴짝폴짝날아오르는서효원의플레이에탁구

팬들이매료됐다

육상에서는 미녀새들이단연눈에띈다 지난 30일여자장대높이뛰기

에서 메달 경쟁을 펼친 임은지(25구미시청)와 최예은(20익산시청)은 연

예인못지않은얼굴에탄탄한몸매로아시아팬들을사로잡았다

임은지는식스팩이선명할정도로다져진몸매와뚜렷한이목구비를자

랑해그동안 한국의미녀새로명성을날렸다 그리고이번에첫아시안게

임출전에서 4m15로 3위를기록 한국육상아시안게임여자장대높이뛰기

사상첫메달을획득했다

이 종목에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친 최예은도 육상계의 박수진(배

우)으로 화제가 됐다 최예은은 175의 훤칠한 키 탄탄한 몸매 앳된 얼

굴로 남심을흔들었다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미녀 검

객 김지연(26익산시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전 은메달을 따내

며세계최고수준의실력을과시했다

미녀검객이있다면 미녀총잡이도있다 고교명사수김설아(18창원

봉림고)가주인공김설아는앳된외모로김연아손연재의뒤를잇는 국민

여동생이라는호칭을얻었다 김설아는 50m 소총 3자세단체전에서은메

달을기록했다

배구계에는 수지가있다곽유화(21흥국생명)는 2011년한국도로공사

에 입단해 올해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었다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를 닮

은청순한외모로지난해 배구얼짱 1위에뽑히기도했다 한송이(30GS

칼텍스)는원조얼짱으로여러번유명세를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제 미녀 리듬체조손연재금메달도전

임은지 한국女장대높이뛰기사상첫메달

국민 여동생 계보 잇는김설아 사격銀

1일인천남동체육관에서열린2014 인천아시안게임리듬체조단체전결선및개인전예선에서한국의손연재가볼연기를펼치고있다 연합뉴스

미녀새임은지

대중성과실력을겸비한 리듬체조요정 손연재(20연세

대)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강력한금메달후보로떠오

르면서국내에서도리듬체조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그렇다면 리듬체조를 어떻게 하면 보다 즐겁게 즐길 수 있

을까 대회 리듬체조 단체전이 펼쳐지는 1일 정인화(48) 대

한체조협회연구위원(전 리듬체조대표팀코치)으로부터리

듬체조관전법을들어봤다

우선 리듬체조 점수는 20점 만점이다 난도(DDiffi�

culty) 점수 10점 실시(EExecution) 점수 10점으로 나뉜

다 지난해에규정이바뀌었는데 그전까지만해도예술점수

10점이분리돼 30점만점이었다

기술을 강조하고 심판 판정에서 주관성을 줄이는 방향으

로점수체계가개편된것이다

가로와 세로 각각 1250m(41피트)짜리 정방형 매트 위에

서구르고뛰고수구(후프볼곤봉 리봉등기구)를공중에

던진 뒤 정확한 타이밍으로 잡아내는 리듬체조의 세분화된

기술요소하나하나를알기는쉽지않다

일반인들이기억해야할기본적인 5가지는다음과같다

첫 번째는자세다점프때선수의발가락은쭉뻗어있어

야한다무릎역시구부려져서는안된다신체가팽팽한긴

장을 유지한 채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모든 기술은 계획된

것처럼보여야한다

두번째는수구를조작하는기술이탁월해야한다 선수는

후프 볼 곤봉 리본 등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한다 점프를

높이뛰거나몸을활처럼휘어밸런스를완벽하게유지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수구를 조작해야 한다 수구를 들고만 있

으면점수로인정되지않는다 아울러수구를떨어뜨리는순

간감점으로연결된다물론수구가포디엄바깥으로나갔을

때는더큰감점을받게된다

세번째는유연성이다 선수들은점프때다리를최소 180

도 이상으로 벌려야 한다 대부분의 선수는 그 이상의 유연

성을보여준다 일부선수들은등 다리 어깨를이용해일반

인들은범접하기어려울정도의유연성을뽐낸다

네번째는연출이다 동작과기술이음악과잘어우러지지

않는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음악의 리듬을 타면서

수구를조화롭게조작해서자신의매력을한껏발산해야한

다

다섯번째는독창성이다프로그램자체가다른선수들과

는달라야한다 후프 볼 곤봉 리본을공중으로던져서잡

는 동작 자체가 까다롭거나 복합 동작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곤봉이나리본등수구를공중으로뛰어올린뒤수직으

로회전하는피봇과수평으로구르는동작을연이어펼친다

면높은난도를얻을수있다 다만이때동작을끝내는타이

밍과수구를잡는타이밍이완벽하게맞아떨어져야한다수

구가내려올때까지기다린다거나몇발자국을옮겨서수구

를받으면점수가깎인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5대관전포인트

쭉뻗은자세인가

기술은탁월한가

180도 이상유연한가

음악동작어울리나

독창성은있는가

미녀총잡이김설아탁구얼짱서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