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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낮은

유가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가 2018년 자

국에서 열릴

예정인 월드

컵 축구대회 예산을 5억4000만 달러

(약 6000억원) 삭감키로했다

23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월드컵 총 예산을 5억4400만달러 삭

감 118억달러(약 13조원)로 줄이는

데서명했다

지난 4월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 체

육부장관이대회이후공실률문제를

들어호화호텔건설규모를줄이겠다

고 발표한 데 이은 조치로 배수시설

등에배정된예산도함께깎였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성명을 통

해 러시아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예

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월드컵 예산

이수정돼도충분한숙박시설공급등

대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프라사업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트코 장관도 경기장 건설 예산은

그대로라고말했다 그러나최근루블

화가치하락으로수입기자재가격이

오르면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

다

무트코 장관은 이밖에 각국 대표팀

에제공되는훈련장을 48개에서 36개

또는 경기장 당 3개로 줄이는 데

FIFA와합의했다고덧붙였다

러시아는 월드컵 예산의 절반 이상

인 62억5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

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

방정부 국영기업 민간투자자로부터

충당할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하는

대학농구팀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

체육관에서전초전을벌인다

25일개막하는아시아퍼시픽대학농

구 챌린지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등

한국 2개팀을 포함한 4개팀이 출전 풀

리그로우승팀을가린다

이번대회에는러시아 일본유니버시

아드 대표팀과 캐나다 오타와대학이 출

전한다 연합뉴스

하버드예일와세다 세계 유수의 명

문대학생들이대거광주를방문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

회) 조직위원회는 23일 미국의 하버드대

예일대 워싱턴대가 조정 종목 참가를 등

록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와세다대 니

혼대와 중국의 상하이 자오퉁대 캐나다

의 U 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맥길대도 참가 의사를 밝혀

메달을노리고있다

광주U대회 조정 종목에는 현재 36개국

172개팀의선수가참가를신청했다

한국 대표팀도 조정 7개 종목에 출전하

며 한국체육대대구대경운대등 7개 대

학팀이참가한다

광주전남 선수로는 장성 출신의 이학

범과 고예령이 싱글 스컬(한 선수가 두개

의노를잡고양쪽으로젓는것)과더블스

컬에출전메달을노린다

조정 경기는 1993년 제17회 버펄로U대

회이후경기종목에서제외됐는데 2013년

제27회카잔U대회에서 20년만에다시열

렸으며 광주U대회에서도 선택종목에 포

함됐다

이들은 오는 7월3일 광주U대회 개회식

에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

광주U대회 조정 참가 선수들은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총 13개의 금메달

을놓고충북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에서실력을겨룬다

한편 지난 2013 카잔U대회 조정 종목

에서는 러시아와 독일 리투아니아가 각

각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고 우크라이나

와 벨라루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

리아가각각 1개씩을획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는 7월5일부터 7일까지충북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열리는광주U대회조정경기에세계명문대학교팀이참가하기로해관심을모으고있다 사진은지난 4월26일

열린광주U대회테스트이벤트조정선발전 광주U대회조직위제공

하버드예일등세계명문대U대회조정참가
36개국 172개팀 출전장성출신이학범고예령도

내달 57일 충북충주탄금호서 13개 金놓고대결

허리띠조이는러시아월드컵

예산 6000억원 삭감

내일 서울서 U대회농구전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