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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피겨스케이팅의간판차준환(휘문

중)이 새로운 쿼드러플(4회전) 점프 장착

을목전에두고있다

차준환은 12일 태릉빙상장에서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쿼드러플 토루프를 새

기술로 훈련하고 있는데 하루에 56번

정도 시도해 12번 성공하는 수준이라

고공개했다

그는 현재 스케이트 부츠 문제로 국내

에서 점프 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가

기존프로그램의완성도를높이는동시에

쿼드러플토루프훈련에도매진하겠다라

고말했다

현재 차준환은 4회전 점프 중 쿼드러플

살코만프리스케이팅에서한차례뛰고있

다

하뉴 유즈루 페르난데스 등 시니어 강

자들이쿼드러플점프를 23차례시도하

는것과는차이가있다

트리플(3회전)점프와 쿼드러플 점프는

기본점수에서두배이상차이날 정도로

점수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

새시즌차준환이쿼드러플살코와쿼드

러플토루프그리고쿼드러플살코콤비네

이션 점프를 수행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많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

차준환은새시즌프로그램으로2018 평

창동계올림픽에출전할가능성이크다

4회전 점프 장착 여부는 메달에 직결될

수있는중요한문제다

일단차준환은천천히쿼드러플토루프

를훈련하기로했다

오는 3월 대만에서 열리는올 시즌 마지

막대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는기

존프로그램을약간변형해치를생각이다

차준환은이대회에서기존필살기쿼드

러플살코와쿼드러플살코에다른점프를

붙여뛰는연기를시도한다

아울러 최근경기에서연거푸실수했던

프리스케이팅 트리플 플립싱글 루프트

리플살코콤비네이션점프를연기앞부분

에서수행하기로했다

차준환은 해당 점프 실수는 스케이트

부츠가 망가지면서 가속을 내지 못해 범

한 것이라며 체력 문제는 아니다 다음

대회부터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성장통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관해고개를젓기도했다

차준환은 최근 키가 갑자기 커 문제가

생긴 것은 없나라는 질문에 올해 독일

대회(10월ISU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

회)를 앞두고 키가 갑자기많이커밸런스

가 무너진 적이 있었다라며 당시 쿼드

러플 살코 점프가 크게 흔들렸는데 잘 극

복했다 그때문제가생긴게차라리잘된

것같다라고말했다

이날차준환은기존에갖고있던비상용

스케이트부츠를신고훈련했다

새로 주문한스케이트는캐나다토론토

로돌아가서타보기로했다

차준환 측 관계자는 여러 개의 스케이

트를 신어보면서 맞는 부츠를 찾을 계획

이라고말했다

이날 차준환은 본인의 훈련 일정을 설

명하기도했다

그는 토론토에선새벽 6시에일어나지

상에서훈련한뒤 7시부터 10시까지 스케

이팅 훈련을 한다 이어 12시부터 오후 3

시까지오후스케이팅훈련을하고밤 9시

까지지상훈련을한다라고말했다

숙소 생활에 관한 질문엔 내가 연기했

던 스케이팅 영상을 돌려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밝혔다

뛰어난연기력과운동신경은어떻게키

웠느냐고 묻는 말엔 초등학교 고학년 시

절태권도를배웠다라면서 품띠까지땄

는데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

다라며웃었다 연합뉴스

피겨 왕자 차준환 4회전 점프 연마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싱글의 간판으로 떠오른 차준환(휘문중)이 12일 오전 서울 노

원구태릉빙상장에서훈련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새기술하루에 56번 시도 12번 성공수준

쿼드러플토루프성공땐평창올림픽메달기대

스페인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아

틀레틱 빌바오를 꺾으며 올해 첫 승을

거뒀다

바르셀로나는 12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캄프누에서열린 20162017

스페인국왕컵(코파델레이)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빌바오를31로꺾었다

6일 16강 1차전에서 빌바오가 2명이

나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12로 패했던

바르셀로나는 12차전 점수 합계에서

43을 기록 국왕컵 8강행을 확정 지었

다특히리오넬메시루이스수아레스

네이마르로 이뤄진 MSN 공격라인이

나란히 한 골씩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35분 역습 기회에

서네이마르가왼쪽측면에서올려준공

을수아레스가오른발발리슈팅 선제골

을 터트렸다 수아레스는 이 득점으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120

번째 경기에서 100호골을 신고했다 이

는 188경기째에 100호골을넣었던메시

보다도 빠른 속도다 이 득점은 MSN

공격라인이 바르셀로나에서 기록한

300번째골이기도했다

1 2차전점수합계 33이된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해결사 역할을

맡아팀의 8강행을이끌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정상에오른노바크조코비치(2위

세르비아)가 휠체어테니스에 도전하며

팬들에게즐거움을선사했다

조코비치는 11일 호주멜버른에서 열

린 노바크 조코비치 재단의 자선 행사

에참석해휠체어테니스와크리켓호주

풋볼농구축구등다양한종목에도전

하며자신의운동능력을선보였다

호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 7은

조코비치가호주휠체어테니스챔피언

딜런 월콧과 몇 차례 공을 주고받았다

며 처음몇차례랠리는곧잘했으나휠

체어로움직이면서공을쫓아가는데어

려움을겪었다고보도했다

월콧이 움직여야한다고 소리를치

며빨리공을쫓아가라고알려줬지만조

코비치는좀처럼휠체어로이동하며공

을받아치지못했다는것이다

조코비치는 이어 크리켓 농구 축구

등 다른 종목 경기도 조금씩 하면서 팬

들에게웃음을안겼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휠체어테니스 팬들에웃음선사

수아레스 100골

메시보다

빠르다

120경기서메시는 188경기

바르셀로나국왕컵 8강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