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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요정 유영(12문원초사진)이

자신의 두 번째 국제무대 도전에 나선

다 무대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컵

오브티롤이다

지난 1월제70회전국남녀피겨종합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유영은 오는 9일부터 13

일까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

리는 컵오브티롤에출전한다

컵 오브 티롤은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그랑프리 시리즈에 도전하는 유

망주들이주로출전하는대회다

이번 대회는 시니어주니어어드밴

스드노비스베이직노비스 4개부문으

로 나뉘어열리는데유영은만 13세 이

하여서 어드밴스드 노비스 부문에 출

전한다

유영이나서는 어드밴스드노비스부

문은 현지시각으로 9일 쇼트프로그램을

치르고10일에프리스케이팅을펼친다

유영은 지난 1월 종합선수권대회 여

자 싱글 시니어부에서 총점 18375점으

로우승하며 스타덤에올랐다

특히유영은당시만 11세 8개월의나

이로우승 피겨퀸 김연아가지난 2003

년 이 대회에서 작성한 역대 최연소 우

승(만 12세 6개월) 기록을 갈아치우며

팬들을놀라게했다

유영은 지난달 동계체전 여자초등부

싱글A조에서동메달을차지해대회 2연

패에 실패한 뒤 훈련에 집중했고 내달

예정된 종별선수권대회에 앞서 중간점

검의무대로 컵오브티롤을선택했다

이번 대회 어드밴스드 노비스 부문

에는 총 31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오스

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선수들

이나서는가운데유영은유일한동양인

선수다

유영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에서 열

린 2015 아시안트로피어드밴스드노비

스 부문에 출전 은메달을 목에 걸며 기

분좋은세계대회데뷔전을치렀다

지난해 대회는 아시아 선수들만 출전

하는자리였던만큼이번대회에서는유

럽선수들과기량을견주게된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월

마련한 빙상영재 지원 방안에 따라 이

번대회에출전하는유영의항공권과체

재비등참가비용을지원했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컵 오브 티롤

내달 종별선수권대회출전

유영 국제무대서실력펼친다

여자테니스간판스타마리야샤라포바

(세계랭킹 7위러시아)가 금지약물 복용

을시인했다

APAFP통신등주요외신은 7일(현지

시각) 샤라포바가미국캘리포니아주로

스앤젤레스한호텔에서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은사실을발표했다고전했다

샤라포바는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도

핑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고 모든 건 내

책임이라고인정했다

이번에검출된약물은멜도니움으로올

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금지 약물로 등록

됐다 멜도니움은 허혈성 질환 치료를 위

해 개발됐으며 러시아 등 동구권에서는

쓰이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승인

약물이다

샤라포바는 2006년부터 부정맥과 가족

력이 있는 당뇨병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해

왔으나올해금지약물리스트에추가된걸

확인하지못했다고해명했다

정말큰실수를했다 팬들을실망하게

했고 4살때부터깊이사랑에빠졌던테니

스를 실망하게 했다고 고백한 샤라포바

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만 이

런 일로 선수 생활을중단하고싶지 않다

다시 한 번 코트에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샤라포바는 이번 금지약물 검출과 관

련 국제테니스연맹(ITF) 조사에적극적

으로협조할것이라고덧붙였다

AP통신은 샤라포바의징계는최대몇

년간자격정지가될수도있고 선수의단

순실수라는사실이받아들여지면징계가

없을수도있다고전망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는

AP통신과인터뷰에서 멜도니움을쓴사

실이밝혀진선수는 1년자격정지정도의

징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

다

ITF는 우선 샤라포바에 대한 조사가

끝날때까지샤라포바의대회출전자격이

정지될것이라고밝혔다

샤라포바는 그랜드슬램만 5번 차지한

여자테니스최고인기스타중하나다 1월

호주오픈에서는 천적 세리나 윌리엄스를

만나 8강에서탈락했다 연합뉴스

샤라포바가 7일(현지시각) 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호주오픈당시금지약물멜도니움을복용했다고발표했다 연합뉴스

호주오픈도핑적발시인

부정맥당뇨병 10년 복용

자격정지징계받을수도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

차예선레바논과의홈경기가 24일안

산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

올해첫A매치인레바논과의 2차전이

24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고밝혔다

레바논과의 역대 전적은 8승 2무 1

패다 대표팀은지난해 9월 열린 레바

논과의 1차전에서장현수의선제골과

자책골 권창훈의 쐐기 골로 30으로

승리했다 레바논전에 참가하는 선수

명단은 오는 14일 축구회관에서 발표

된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24일안산서

레바논과 월드컵 예선전

샤라포바

藥이

毒될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