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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쇼트트랙대표팀이 20162017 국

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2

차대회둘째날경기에서금메달 3개와은

메달 1개를획득했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서현고)

은여자 1500m에서가볍게금메달을목에

걸었고 김지유(잠일고)는 여자 1000m에

서 우승했다 남자 1000m에서는 임경원

(화성시청)과 황대헌(부흥고)이 나란히 1

2위를차지했다

최민정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솔트레

이크시티유타올림픽오벌에서열린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 44초 320의 기

록으로 캐나다 마리안 생젤레를 제치고 1

위를차지했다

그는다소불리한상황에서결승레이스

를 펼쳤다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 체력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준결승 경기 초반 중

국선수들이스피드를내는바람에최민정

은 전력질주로 경기를 치렀다 최민정은

준결승에서 2분14초354의 세계기록을 세

우기도했다

최민정은 결승전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독보적인 실력을 과시했다 가장 안쪽 코

스에서스타트를끊은최민정은경기초반

체력을 아끼다가 5바퀴를 남겨두고 본격

적으로속력을냈다 이후 선두자리를단

한번도빼앗기지않고여유롭게결승선을

끊었다

월드컵 1차대회에서2관왕에올랐던최

민정은 2차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

며세계최강자자리를지켰다

김지유는국제무대에서첫금메달을땄

다

그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두 바퀴를

남기고선두로달리던네덜란드수잔슐팅

을 제쳤다 이후 1위 자리를 지키며 우승

했다

기대를모았던심석희는 1000m 준결승

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실격처리가 되면

서결승진출에실패했다

임경원과 황대헌은 총 4명의 선수가 경

쟁한 남자 1000m 결승에서 금메달과 은

메달을땄다 두 선수는프랑스티부푸코

네를잘견제하면서나란히 1 2위를 차지

했다

남자 1500m에선 이정수(고양시청) 홍

경환(서현고) 신다운(서울시청)이 결승에

진출했지만아무도메달을획득하지못했

다 2위로 뛰던 신다운은 결승선을 앞에

두고넘어지는불운을겪기도했다

이정수는 4위 홍경환은 5위 신다운은

6위를기록했다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준결승에서

4분4초222의 세계기록을 세우며 가볍게

파이널A(결승)에진출했다

남녀 대표팀은 5000m 계주준결승에서

3위를기록하며결승진출에실패했다 계

주결승은 14일에열린다 연합뉴스

한국 피겨 대표팀의 맏언니 박소연

(단국대)이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

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4차 대

회여자싱글프리스케이팅과총점에서

개인신기록을세웠다

아울러김연아은퇴이후국제대회에

서한국여자싱글최고점을달성했다

박소연은 1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

리에서 열린 트로페 드 프랑스 여자 싱

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예술점수

6170점 기술점수 5960점 감점 1점을

받아 12030점을기록했다

그는전날소화한쇼트프로그램점수

를합쳐총점 18519점으로최종순위 5

위를차지했다

프리스케이팅 12030점은 2014년 세

계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본인의 프리

최고점(11939)을 뛰어넘는 신기록이

다 총점에서도 2016 4대륙선수권대회

에서 기록한 본인의 기존 최고점(178

92점)을 6점이상끌어올렸다

이날 박소연은 첫 점프인 트리플 러

츠에서 실수를 범해 수행점수(GOE)에

서 210점을 감점받았다 그러나 더블

악셀트리플토루프콤비네이션점프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수행점수 130점을

챙겼다

이후 트리플플립과 스텝시퀀스(레벨

3)를 처리한뒤플라잉카멜스핀을레벨

4로소화했다

트리플루프더블토루프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살코더블 토루프더블

루프도 문제없이 클린했다 그러나 이

어진 트리플루프에서 회전수 부족으로

GOE에서 070점을기록했다

경기를 마친 박소연은 대회를 준비

할때 발에통증이 있어 걱정했는데좋

은성적을내기쁘다라고말했다

전체 1위는 총점 22154점을 기록한

러시아 간판 에브게니아 메드베데바가

차지했다 2위는마리아소츠코바(러시

아20035점) 3위는 와카바 히구치(일

본19448점)가차지했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16139점으로

부진해 9위에머물렀다

한편 김연아가 세운 역대 최고 총점

기록(22856점)은깨지지않았다

연합뉴스

한국피겨맏언니박소연이 13일(한국시간) 프랑스파리에서열린트로페드프랑

스여자싱글프리스케이팅경기에서연기하고있다 연합뉴스

박소연 18519김연아 이후 한국 최고점
한국쇼트트랙 월드컵 금빛 질주

파리 그랑프리 4차 대회

최종 5위1위 메드베데바

2차 대회 금3은1최민정 1500 2분14초354 세계기록

최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