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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틱수영출전日 아크러브조후 클럽사카이야스하씨

광주사람들너무친절해놀라

10여년전부터수영스쿨운영

4개종목출전…참가에의의

정치와스포츠는별개입니다. 한일관

계때문에잠시걱정도했지만광주시민의

환대에놀랐습니다.

사카이 야스하(여 30 일본 사진)씨는

아크러브조후 (AQLUBCHOFU)클럽

소속으로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

수권대회아티스틱수영에출전했다.

지난 3일광주를처음찾은사카이씨는

광주에푹빠져버렸다고했다.그는 광주

시내에 있는 호텔을 숙소로 잡았다. 광주

시내는 패션거리이자많은젊은이가모

이는일본의하라주쿠같았다며 식당음

식은맛있었고주변에화장품가게도많아

한국화장품을많이구매했다고말했다.

사카이씨는 일본의수출규제로불거진

최근의 한일 갈등 때문에 마스터즈 대회

를 앞두고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기우였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에 와보니

생각보다 너무 친절해 놀랐다. 우연히 택

시를탔는데택시기사가일본인인나를위

해엔카(演歌)를틀어주고본인이알고있

던 일본어로 말해주신 분도 있었다고 덧

붙였다.

사카이씨는몸이불편한사람들을대상

으로수영스쿨을운영하고있다. 10여년

전부터간병을하며사회복지활동을해온

그는 어느 날 간병하는 환자로부터 수영

을해보고싶다는말을들었다.환자의말

을그냥지나칠수없었던그는지난 2017

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쿠

아마르쉐라는수영스쿨을차렸다. 최근

에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법이라는 책을

펴내기도했다.

사카이씨는 장애인은수영장에서비장

애인과함께수영을하기힘들다면서 이

들을위해수영장을빌려수영을가르치고

재활을 하는 수영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고설명했다. 그가어렸을때부터동네클

럽을통해수영을경험한게인연이됐다.

사회생활을하면서클럽활동을그만뒀지

만 지난 2017년 수영이 생각났고 그때부

터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아티스틱)을시

작했다.

그는 이번대회에서솔로프리,솔로테

크니컬, 팀프리, 팀테크니컬 4종목에출

전한다며 성적보다는 참가에 의미를 두

고부상없이대회를끝마치고싶다고말

했다. /글사진=김한영기자 young@

정치와스포츠는별개…광주의환대에걱정사라져

30대패기 60대노련미…수구 연령대별다양한경기즐긴다

한국 3팀출전 아름다운도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감

격의 첫 골과 첫 승을 수확하면서 제2의

우생순 신화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 수구

경기.

수구경기는수중럭비라고불릴정도로

과격한몸싸움과화려한수영기술,아름다

운 중거리 슛과 물에 튕겨내는 기술적인

슛, 그리고치열한전술싸움등다양한볼

거리를제공하면서지난선수권대회에서가

장관중들의환호를이끌어낸종목이었다.

이번 마스터즈대회에서도 수구는 다시

한번화려한볼거리와아름다운도전정신

으로관람객을유혹하고있다.

먼저마스터즈대회수구경기는선수권

대회와다른룰로흥미를이끌어낸다.

연령에따른그룹별로경기를이루기때

문에30대의파워풀한경기부터60대의약

간은여유롭지만노련한경기까지다양한

유형의경기를즐길수있다.

특히 팀의 최연소 선수의 나이로 팀의

연령그룹이결정됐기때문에어떤경기에

서는30대와50~60대가함께경기하는모

습을연출하기도한다.

이와함께기존8분간4쿼터씩진행되던

선수권대회와 달리 45+세 연령그룹은 7

분, 50+세이상의연령그룹은 6분씩진행

되고, 남자팀 경기에 여자 선수가 출전할

수있다는룰도있다.

한국팀의선전도관심사다.

이번 마스터즈대회에는 아론PS, 서울

WP,올팍WP등세팀이참가한다.

비록 외국팀과 실력 차는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자국에서열리는마스터즈대회

의 성공과 세계적인 선수와 후회 없는 한

판을위해도전에나선이들이다.

5일첫날경기에서아론PS팀은루마니

아팀에게32-5로졌지만물속에서보여준

투지는지난선수권대회당시한국팀의모

습을떠오르게했다. 특히경기가끝난후

아론PS팀과루마니아팀은함께웃으며악

수하며경기를진정으로즐기는모습을보

여줬다.아론PS의김지환(42)선수는 세

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있어 영광

이고특히이런선수들을상대로선취골을

넣었다는것이기분이좋다며 남은경기

에서도오늘처럼최선을다해경기를펼치

겠다고말했다.

한편마스터즈대회수구경기는 11일까

지남부대학교시립국제수영장과야외수

구경기장에서진행되며별도의관람료없

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경기일정과 장

소는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홈

페이지(www.gwangju2019.com/

masters)에서확인가능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일광주시광산구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경영풀에서남자(30-34세)수구경기ARONPS팀(한국)과루마니아팀과의경기에서김지환이

슛을하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70대267명 80대69명 90대 4명…노익장과시무대

5일광주남부대학교수구경기장에서열린 산타바바라마스터즈 (미국)와 BT앵션마

리너스 (미국)의남자 65세이상예선경기에서산타바바라마스터즈대기선수들이벤

치에앉아경기를지켜보고있다. /연합뉴스

최고령93세멕시코할머니

87세할아버지오픈워터출전도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참가자면면을보면이번대회가노익장을

과시하는무대라는생각이들정도다.

경영과다이빙,수구경기가펼쳐지는남

부대,아티스틱수영이펼쳐지는염주체육

관에는고령에도자신의실력을뽐내려는

각 국의 동호인들로 넘쳐난다. 이들에게

나이는숫자에불과하다.

이번마스터즈대회에참가하는선수가

운데 경영부문 최고령 참가자는 남자는

불가리아 동호회의 테네프 탄초로 올해

91세다.

여자는멕시코동호회의아마노토시코

로올해만 93세다.

테네프 탄초는 다이빙에서도 남자부분

최고령자로이름을올렸다.여성은영국의

알도스존으로 81세다.

오픈워터수영은남자오스트레일리아의

데이비 존으로 87세, 여자는 우루과이의

케메이드마가리타로 80세다.

수중에서장시간숨을참으며연기를펼

쳐야하는아티스틱수영은상대적으로젊

다. 프랑스의 노이어 프랑스와와 미국의

웨이멘낸시가 71세로최고령자다.

이번 대회에 참가자 중 70대가 267명,

80대가69명, 90대가4명으로,만70세이

상참가자는340명에달한다.

이처럼 고령자들이 다수 마스터즈수영

대회에 대거 참가한 것은 건강을 위해 수

영을생활의일부로즐겨온그들의문화와

무관치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 세계 각국

을돌며여행을즐기는그들의노년생활

스타일도일정부분작용했을것으로풀이

된다.

여기에 마스터즈대회가 승패보다는 참

여에의미를두고즐기는대회라는점, 그

리고 5세단위로그룹을구분해진행하는

경기방식으로인해고령자들도동년배들

사이에서충분히겨뤄볼만하다는자신감

을갖게한것도한이유로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 루마니아수구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