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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세계정상복귀를노리는박태

환(28인천시청)의무기는레이스막판폭

발적으로뿜어져나오는뒷심이다

실전감각유지를위해출전한로마대회

에서 주 종목 자유형 400m와 200m 우승

과정에서도이를확인할수있었다

박태환은남자자유형 400m결승에서 3

분44초54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

다 리우올림픽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

트맥호튼(호주)과 가브리엘데티(이탈리

아)를 각각 3위와 2위로제치고차지한우

승이라더욱값졌다

긴공백기를보낸박태환이세계최정상

급 선수를 연거푸 제칠 수 있었던 원동력

은 특유의 막판 스퍼트였다 일반적인 선

수라면한번의숨조차힘겨울때 박태환

은압도적인심폐지구력으로오히려더빨

라진다

구간별성적을보면첫 50m를 26초23으

로가장먼저통과한박태환은 100m를 54

초76으로 끊어 데티(54초61)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호시탐탐 역전 기회를 엿보던

박태환은 경기 후반 승부수를 던졌다 2

00250m 구간을 28초82로 단축한 박태

환은 같은 구간 28초96에 그친 데티를 제

치고역전에성공했다 이후 맨 앞에서역

영해가장먼저경기를마쳤다

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의 50m 단위

성적은 막판으로 갈수록 좋아졌다 250

300m 28초82 300350m 27초85를 찍은

뒤마지막 350400m에서는 26초81로첫

50m와근접한기록을냈다

박태환이수영선수로는적지않은 20대

후반나이에도세계정상급성적을유지할

수있는비결이다

이번대회두번째금메달인자유형200m

에서는박태환의막판역영이더욱빛났다

첫 50m를 25초44로 1위로 통과한 박태

환은 100m 지점 53초19를 찍어 52초83을

기록한 스콧 덩컨(영국)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다 박태환은 150m까지 2위에 머물

렀지만 마지막 150200m 구간을 무려

26초02로 통과해 최종 기록 1분46초89로

역전우승을따냈다

올해 23세인 2위 그레잉거 니콜라스(영

국)는 마지막 50m를 27초13 20세인 3위

덩컨은 27초70으로 박태환보다 1초 이상

늦었다

지난해리우올림픽이후국제대회에서

만 1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 재기에 성

공한 박태환의 올해 가장 큰 목표는 다음

달 열릴 제18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

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

유형 400m우승이다

올림픽 버금가는 위상을 인정받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서박태환이마지막으로

우승한건2011년중국상하이대회였다

연합뉴스

박태환 정상복귀전 끝판역전 승부수

장혜진임동현 양궁월드컵 2관왕

장혜진(LH)과 임동현(청주시청)이

양궁월드컵 개인전과 혼성전에서 각각

2개씩금메달을목에걸었다

장혜진은 26일미국유타주솔트레이

크시티에서 열린 현대 양궁월드컵 3차

대회리커브여자개인전결승에서대만

의 탄야팅을 세트 승점 71로 압도하고

금메달을차지했다

한국선수끼리붙은남자리커브개인

전 결승에서는 임동현이 김우진(청주시

청)에게역전승했다임동현은김우진의

마지막 화살이 7점에 그친 사이 동점을

이룬뒤슛오프에서경기를뒤집었다

장혜진과임동현은이날앞서진행된

리커브 혼성팀에서도 호흡을 맞춰 결

승에서대만을 세트 승점 53으로꺾고

금메달 하나씩을 얻어내 대회 2관왕이

됐다

리커브혼성종목은최근2020년도쿄

올림픽 세부종목으로 추가된 종목이어

서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올림픽 추가 메

달의기대감이높아지게됐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2관왕

인 장혜진은 앞서 끝난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최미선(광주여대) 기보배(광

주시청)와함께금메달에도전했으나대

만에 35로 패해 대회 3관왕 등극에는

실패했다

이날 여자부 개인전 준결승에서 장혜

진에패해결승진출에실패한최미선은

스페인 알리시아 마린을꺾고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은전날얻은컴파운드남녀단체

전금메달을포함해이번대회에서총금

메달 5개와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획

득하며종합우승을차지했다 연합뉴스

개인혼성부문

200250

28초82



250300

28초82



350400

26초81



300350

27초85

50

26초23



50100

27초75



150200

26초02

50

25초44



박태환로마대회구간별성적

자유형 400 3분44초54 자유형 200 1분46초89

200400구간별성적보니

중간서뒤쳐져도막판스퍼트

첫 50의 26초대 기록회복

압도적지구력세계대회기대

장혜진 임동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