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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남자장거리간판이승

훈(대한항공)이 올 시즌 첫 월드컵에서 2

관왕에 오르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

망을밝혔다

이승훈은 12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

이렌베인의 티알프 인도어 아이스링크에

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스피드스케이팅월드컵1차대회남

자매스스타트에서결승선을앞에두고대

역전극을 펼쳐 조이 맨티아(미국)를 누르

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

그는 전날 남자팀 추월에서 김민석(평

촌고) 정재원(동북고)과 함께 우승한 데

이어 매스스타트까지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다

총 16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친 이번 경

기에서이승훈은경기중반까지중위권에

서체력을안배했다

그는 결승선을 3바퀴 남기고 요릿 베르

흐스마(네덜란드)가 치고 나가자 뒤꽁무

니를물고따라갔다

2위로올라선이승훈은2바퀴를남긴시

점에서 맨티아에게 역전을 허용했지만

급하게경기운영을하지않았다

오히려호흡을가다듬으며마지막기회

를노렸다

그는결승선을앞에두고마지막곡선주

로에서 맨티아를 제치고 여유롭게 1위로

들어왔다

함께 출전한 대표팀 막내 정재원은 3위

로 들어와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재원은

이번대회를통해처음으로매스스타트실

전 경기를 치렀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치며 3위로깜짝입상했다

시즌 첫 월드컵에서 2관왕에 오른 이승

훈은 12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을통해보내

온영상에서1차월드컵에서좋은결과로

이어져 너무 기쁘다며 남은 24차 월

드컵에서도좋은결과만들어낼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매스스타트 세계랭킹 1위인 이승훈은

매스스타트에 주력해서 훈련하고 있었

는데 1차대회에서좋은결과로이어져기

쁘다고말했다

팀 추월은물론개인전인매스스타트에

서도 처음 합류한 정재원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며 이승훈의 2관왕 등극에

기여했다

이승훈은 팀 추월에서 후배들하고 처

음 호흡을 맞추느라 조금 걱정했다며

막내 재원이가 생각보다 잘해줘서 금메

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후배에게 공을

돌렸다 연합뉴스

10일(한국시간) 네덜란드헤이렌베인의티알프인도어아이스링크에서열린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월

드컵 1차대회남자팀추월에서금메달을합작한한국대표팀의김민석(왼쪽부터)이승훈정재원이레이스를마친뒤기뻐하고있

다이번금메달로평창올림픽개막을90여일앞둔상황에서남자팀추월종목도한국의 금빛유망종목으로떠올랐다 연합뉴스

이승훈 2관왕평창올림픽 금빛 보인다

고다이라 나오(31일본)에게 다시 한

번석패한한국여자스피드스케이팅단

거리 간판 이상화(28스포츠토토)는 결

승선을끊은뒤환하게웃었다

고다이라의 벽을 넘지못했다는 아쉬

움보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기록을 끌어

올렸다는만족감이커보였다

이상화는 12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

피드스케이팅월드컵 1차대회여자 500

m 2차레이스에서 37초 53을 기록해 고

다이라 나오(37초 33)에 이어 2위를 차

지했다 전날 1차레이스에서도 37초 60

을 기록해 고다이라(37초 29)에게 밀려

준우승에머물렀다

비록고다이라를꺾지못했지만 이상

화는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것을 얻었

다 먼저 기록이다 이상화는 매번 자신

의시즌베스트기록을깨고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월드컵 파견 대표

선발전 1차 레이스에서 38초 52를 기록

했고이틀뒤 2차레이스에선 38초 23으

로 시즌 베스트 기록을 경신했다 그리

고올시즌첫국제대회인월드컵 1차대

회 500m 1차레이스에서 37초대를찍었

고 2차레이스에선그기록을다시넘어

섰다

이상화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고다

이라와 경쟁에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

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향해급하지않게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페이스를 유지하겠

다는다짐이기록단축으로입증됐다

또이번대회를거치며아웃코스출발

에 따른 마지막 곡선주로 주법도 어느

정도보완한것으로보인다

이상화는레이싱막판상대선수의등

을 보면서 따라붙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웃코스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지난해 무릎 부상 이후 마지막

곡선주로에서몸의균형이흔들리는 모

습을 자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

기편한인코스를더선호하게됐다

이상화는 이번 1 2차 레이스를 모두

아웃코스에서출발했다 1차레이스에선

마지막 곡선주로에서 살짝 흔들렸지만

고다이라와 함께 뛴 2차 레이스에선 무

난하게몸의중심을잡았다 연합뉴스

10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의 티알프 인도어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1차레이스에서 빙속여제이상화가질주하고있다 연합뉴스

ISU 월드컵 1차대회

남자팀추월금메달이어

매스스타트대역전우승

첫실전정재원깜짝 3위

나주출신의피겨스케이팅여자싱글베

테랑박소연(20단국대)이부상후처음으

로 출전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

프리 대회에서 12명의 출전 선수 중 최하

위에그쳤다

박소연은지난 11일일본오사카에서열

린 ISU 그랑프리 4차 대회 NHK트로피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TES) 3519점 예술점수(PCS) 5006점

감점 1점을합쳐 8425점을받았다

그는전날쇼트프로그램5154점을합해

총점 13579점에머물렀다 지난해에기록

한자신의 ISU공인최고점수 18519점보

다 494점이부족하다

아랑훼즈 협주곡(Aranjuez Mon A�

mour)에 맞춰연기를시작한박소연은첫

번째연기인트리플루프를시도하다착지

가흔들리면서한손으로은반을짚었다

박소연은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

비네이션 점프에서도 언더로테이티드

(under rotated점프의회전수가 90도이

상 180도 이하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았다이어진트리플살코에서도언더로

테이티드판정을받은뒤넘어졌다

박소연은 지난해 12월 훈련 도중 왼쪽

복숭아뼈가 부러진 뒤 오랜 기간 회복과

재활훈련에매진했다

그는 지난 7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

표선수 1차선발전에서복귀했지만부상

여파로종합 6위에그쳤다 연합뉴스

발목부상피겨박소연그랑프리대회최하위그쳐

고다이라에또패한이상화가웃는이유

페이스대로기록끌어올려

매번시즌베스트깨며만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