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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프스후계자드레셀 7관왕올라 광주의별 될까

⑦수영대회노리는기록사냥꾼들

쑨양케이티러데키

수영여제 케이티러데키

3종목 4연패새역사도전

박태환라이벌 中쑨양

자유형 400m 4연패관심

카일렙드레셀

살아있는기록제조기 , 수영여제

미국케이티러데키는더이상수식어가

불필요한 살아있는 세계 수영의 미래로

불린다.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러

데키는새역사쓰기에나선다.

그는자유형 400ｍ800ｍ 1,500ｍ 3개

종목4연패에도전한다.

러데키는 2017년헝가리부다페스트에

서 세계선수권대회 3개종목 3연패라는

새역사를썼다. 2013년스페인바르셀로

나 대회부터 3개 대회 연속 여자 자유형

400ｍ800ｍ 1,500ｍ금메달을독차지한

바있다.

러데키는세계선수권대회통산여자선

수최다금메달리스트(14개)이기도하다.

러데키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치른 15차

례결승에서 1위를차지하지못한것은 2

년전부다페스트대회자유형200ｍ가유

일하다.당시러데키는페데리카펠레그리

니(이탈리아)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

달을목에걸었다.

그는자신의네번째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는 광주에서 러데키는 또 한 번 세계

수영사를새로쓸준비를한다. 현재여자

자유형 400ｍ(3분56초46) 800ｍ(8분04

초79) 1,500ｍ(15분20초48)의세계기록

모두 러데키가 갖고 있을 만큼 그에겐 적

수가없다.

동양권에서가장주목받는선수는국내

팬들에게 박태환의 라이벌로 친숙한 쑨

양이다.

중국 수영스타 쑨양은 2011년 중국 상

하이대회남자자유형 400ｍ에서은메달

을 땄다. 당시 금메달은 우리나라의 박태

환차지였다. 2007년호주멜버른대회에

서 한국 수영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메

달을금빛으로장식했던박태환은 4년만

에세계챔피언자리를되찾았다.이후남

자자유형400ｍ는쑨양의독무대였다.

쑨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연

속자유형400ｍ금메달을수확했다.세계

선수권대회남자자유형400ｍ3연패는호

주의이언소프(1998 2001 2003년)에이

어쑨양이두번째였다.

쑨양은 지난 3월 광주대회 대표선발전

을겸해치러진중국선수권대회에서자유

형200ｍ 400ｍ800ｍ 1,500ｍ에출전해

모두 1위를차지했다.

쑨양이광주대회에출전해또다시자유

형400ｍ우승을차지하면이종목최초의

4연패를이룬다.아울러남자자유형종목

에서는 1,500ｍ 4연패(1998 2001 2003

2005년)를달성한호주수영영웅그랜트

해켓과어깨를나란히한다.

개인혼영에서는그리고 2017년체이스

칼리즈의 2관왕이주목된다. 그는지난해

부다페스트다뉴브아레나에미국국가가

울리게했다.올해광주에서칼리즈는2연

패꿈을꾼다.

개인혼영은접영배영평영자유형4가

지를 모두 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

내에는 선수가 드물다. 메달 가능성이 큰

국가대표 김서영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부문에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요구한

다.네가지영법을한레인에서모두구사

해야 한다. 메달리스트 대부분이 체격 조

건이좋은미국과유럽선수들인이유다.

카일렙 드레셀(23 미국)이다. 그는 이

미 직전 대회인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

트세계선수권에서 7관왕에올라펠프스가

가지고있던단일대회최다관왕타이기

록을 세우고 남자 최우수선수(MVP)에

뽑혀이번대회에서도가장주목받는다.

그는헝가리부다페스트의다뉴브아레

나에서 열린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7관왕에오르며최우

수선수(MVP)에뽑혀 마이클펠프스를

이을선수로평가받았다.

2017년헝가리대회에서드레셀은 7개

의금메달을은은퇴한미국의마이클펠프

스가 2007년세계선수권에서세운다관왕

기록과타이기록을세웠다. <끝>

/특별취재단=윤영기기자penfoot@

#gwangju #gwangju2019 SNS로만나요

◀◀각국출전선수인스타그램.

◀브라질출신줄리아카타리노가수영

대회마스코트 수리 달이 와함께찍은

사진.

<인스타그램갈무리>

광주세계수영대회홍보사절단된외국인선수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통해세계에소식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에참가하는각국선수단이유튜브와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

비스)를통해대회소식을전세계에전하

면서 광주도 덩달아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선수들은 #gwangju 등해시태그(#)

를 붙인 문구와 함께 선수촌과 연습 현장

소식을전하고있다.

수영선수권 7관왕에 빛나는 미국의 카

엘렙드레셀,쑨양등세계수영스타와유

명인들이SNS에서광주를언급하면홍보

효과는더커질것으로보인다.

전 세계 10억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

램에서 #gwangju2019 를붙인게시물

은 9일 오후 1000건이 넘는다. #

gwangju 로검색되는 게시물도 20만 건

을육박한다.

브라질출신선수줄리아카타리노는지

난 7일대회마스코트인 수리달이와찍

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선

수촌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우리

브라질대표팀은도전을시작할준비가됐

다고글을남겼다.

그의굳은결의에 460명이넘는이들이

좋아요를누르고응원의댓글을달았다.

이들의활동덕분에대회개최지인광주가

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러시아부랴티야공화국의수도울란우

데에서 온 아티스틱 수영팀 10명은 단체

사진을 올리며 각오를 다졌다. 러시아의

혼성 아티스틱 수영 커플은 경기 중계 일

정을안내하며꼼꼼히대회를홍보했다.

대회조직위도1만3000명의팔로워(구

독자)를 지닌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

그,트위터,유튜브등SNS채널을운영하

며 대회시설활용법 인천공항에서광주

가는법 광주여행명소 등을영어로소

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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