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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08

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

림픽 2010년밴쿠버동계올림픽도

핑검사에서 채취해 보관해 오던 선

수들의샘플을재조사한다

AP통신은 IOC의 의무 책임자인

리처드버짓의말을인용이들대회

의 샘플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고 19일보도했다

IOC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핑 기법을 추후에라도 발전한 기

술로 잡아내기 위해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선수들의 샘플을 스위

스 로잔의 연구실에 장기 보관하고

있다

처음에 8년으로 설정해 둔 보관

기한은얼마전 10년으로늘어났다

이에 따라 베이징올림픽에서 채취

한 샘플을 2018년까지 보관해 두다

가신기술을적용해재조사할수있

다

2012년에는 아테네올림픽의 샘

플에 대한 재검사가 이뤄져 5명이

메달을 박탈당했고 지난해에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당시 채

취한 350개샘플을다시검사했다

법적 절차를 이유로 IOC는 토리

노올림픽샘플의재조사결과를아

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소 1건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

다

올해의 중점 재조사 대상 대회

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결정됐다고

볼수있다베이징올림픽당시채취

한약 4000개의샘플가운데일부가

벌써새로운검사를받았고 런던올

림픽과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샘플

도일부검사를받았다

샘플의 재조사는 주로 메달리스

트에집중되며최근도핑양성반응

이 나왔거나 광범위하게 도핑이 이

뤄져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국가나

종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육상에

서 도핑 몸살을 앓고 있는 러시아

케냐등이우선타깃이될것으로예

측된다

IOC는 이번 재조사에서 수 개월

전에 투입된 스테로이드 성분까지

확인할수있는기법과혈액도핑에

이용되는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을더세밀하게적발할수있는기술

을적용할계획이다 연합뉴스

마운드기대주임기준이재도약을했다

KIA 타이거즈가 19일잠실구장에서열

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4 재

역전패를 당했다 팀은 시범경기 5연패에

빠졌지만 좌완 임기준이 4이닝 1피안타 3

탈삼진무실점의호투를하며주목을받았

다

윤석민의보직논란속아직안갯속에가

려진마운드의테스트가이날경기의핵심

이었다선발윤석민에서부터마무리심동

섭까지 올 시즌 KIA 마운드의 키를 쥐고

있는투수들이잇달아출격했다

복귀후처음선발로나선윤석민은 2이

닝을 소화했다 1회는 매끄럽지 못했다

첫타자민병헌을볼넷으로내보낸윤석민

이 정수빈에게 우전 안타를 맞으며 무사

13루에 몰렸다 정진호의 땅볼 때 2루수

최용규의 실책이 나오면서 3루주자가 홈

을밟았다 외국인선수루츠의희생플라

이로 두 번째 점수를 내준 윤석민은 오재

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회를

마무리했다

2회에는 7개의 공으로 아웃카운트 3개

를 처리했다 윤석민은 양의지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 한 뒤 김재환의 타구를 직

접 잡아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윤석민

은 최주환을 1루수 앞 땅볼로 돌려세우며

2이닝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2실점(1자

책)으로두번째실전등판을끝냈다

이날 마운드의주인공은임기준이었다

3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임기준은 45개의

공으로 4이닝무실점을만들었다

첫상대김재호를좌전안타로내보냈지

만 2루는허용하지않았다 자신의장점으

로 꼽히는 견제 능력을 발휘하며 발빠른

정수빈을 견제사로 덕아웃으로 돌려보내

기도했다

4회에도 첫 타자 정진호에게 볼넷을 허

용했지만 병살 플레이를 유도했고 56회

는삼자범퇴로깔끔하게처리했다

앞선 넥센과의 선발 등판에서 5개의 사

사구를 허용하는 등 4이닝 7피안타 5실점

으로부진했던임기준은만회투를선보이

며 스프링캠프 히트 상품으로서의 위력

을발휘했다

신인문경찬도마운드에모습을드러냈

다 18일 SK전선발로예고됐었던문경찬

은우천취소로인해이날중간으로등판을

했다문경찬은정진호에게솔로포를허용

하는 등 12이닝 3피안타(1피홈런) 2실점

으로패전투수가되기는했지만특유의변

화구실력을선보이며눈길을끌었다

마무리 후보심동섭의테스트도진행됐

다 8회 2사 2루에 등판한 심동섭은 투 스

트라이크이후연달아볼 3개를던지며불

안한모습을보이기도했지만스탠딩삼진

으로실점없이이닝을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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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재검사소식에 두근두근

KIA 임기준 4이닝무실점호투 주목

두산에 34 재역전패

시범경기 5연패빠져

선발윤석민 2이닝 2실점

임기준

베이징밴쿠버런던 대상

IOC 신기술적용재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