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제20412호 ��
스포츠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년부터월드컵본선

출전국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내달부터 대륙별 추

가티켓배분논의에착수한다 아시아에는최대총

9장의본선티켓이배분될것이란전망이많은가운

데중국이최대수혜국이될것이란분석이다

미국스포츠매체ESPN은 11일알렉산드로도밍

게스남미축구연맹회장겸FIFA평의회멤버의말

을 인용해 늘어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대륙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내달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된다고밝혔다

FIFA는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본선티켓

이 16장더늘어나는만큼대륙별로추가배분에필

요한사안을제안받아 5월까지최종확정한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 시작한 본선 32개

국체제에서개최국 1장을제외하고유럽이 13장으

로 가장많은티켓을가져간다 아프리카와남미는

각각 5장과 45장이다 아시아도 45장이고 북중미

는 35장 오세아니아는 05장을가진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유럽이 13장에서 16장

으로늘어나고아프리카는4장이추가배분될것으

로 내다봤다 아시아에도 4장이 늘어난 85장이 돌

아가고 남미와 북중미는합쳐서 13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아니아는 15장으로예상했다

가디언지역시유럽과아프리카가각각 16장과 9

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아시아도 4장이

증가한 85장에이를것으로내다봤다

아시아티켓이대폭늘어나면중국이최대수혜국

이될것이란전망이많다 약 13억명의인구를보유

한중국은최근전세계축구계큰손으로부상했다

축구굴기(堀起)를위해막대한 차이나머니를

앞세워 대형 스타들을 자국 리그로 끌어들이고 있

다그러나정작월드컵본선에는지금까지단한번

밖에출전하지못했다 그것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과 일본이 개최국으로 자동 출전하면서

기회를얻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진출을 위한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도A조 6개팀중최하위에그쳐본선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티켓이 최

대 9장으로늘어난다면상황은달라질수있다

한편대한축구협회는 2026년 월드컵부터참가국

을 48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는 48개국으로 월드컵 참가팀을 늘린

FIFA 평의회의결정을환영한다며 전세계적인

축구열기확산과보급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고말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본선 티켓

아시아최대 9장
FIFA 48장으로늘려중국최대수혜국으로

한국여자봅슬레이대표팀이연이어국제대회

에서우승하는 파란을일으켰다

김유란(25강원BS연맹)김민성(23동아대)

조는 11일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20162017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

맹(IBSF) 북아메리카컵6차대회에서1 2차시기

합계 1분43초3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이선혜(23한국체대)신미란(25부산BS연맹)

조는 이보다 029초 뒤진 1분43초59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5차 대회에서는 이

선혜신미란 조가 금메달 김유란김민성 조

가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선혜신미란 조는 1

분44초34로 1위에올랐고 김유란김민성 조는

이보다 029초 늦은 1분44초63으로 2위를 차지

했다

2018년평창동계올림픽금메달에도전하는한

국 남자 봅슬레이의 원윤종(32강원도청)서영

우(26경기BS연맹) 조는월드컵에서맹활약하며

현재세계랭킹 1위에올라있다

여자 봅슬레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성

적을 거둔 한국인 선수가 없었다 비록 북아메리

카컵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월

드컵보다 급이 낮지만 이런 활약이 계속되면 월

드컵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한국 여자

선수들을보게될수있을전망이다

한편 남자 봅슬레이 석영진(27강원도청)장

기건(30강원도청) 조는 이번 북아메리카컵 5 6

차대회에서모두동메달을획득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봅슬레이팀 파란

북아메리카컵 6차 대회금메달5차대회서도은메달획득

한국 32강 진출 험난할듯

비너스 윌리엄스(미국)가 11일 2017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앞서진행된환영행사에서볼보이들의환호를받으며입장하

고있다대회는오는 16일개막한다 연합뉴스

골프를친시간에따라돈을내는새로운요금체

제가미국의한골프장에등장했다

미국골프닷컴은11일미주리주에위치한포시즌

스호텔 계열의 오자크 리조트의 골프장이 시간제

요금을도입했다고보도했다

이전 요금체제에 따르면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은 겨울 시즌엔 39달러(약 4만7000원)를 내야

했지만 시간제 요금을 선택할 경우 시간당 10달러

(약1만2000원)면골프를칠수있다 정해진시간을

넘을경우 15분단위로추가요금이부과된다

골프장 측은 시간제 요금제 도입으로 손님이 늘

어날것으로보고있다 18홀을도는데상당한시간

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골프를 꺼렸던 호텔 숙박객

이나 지역 주민들을 골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는설명이다 또한시간제요금제로이용객의플레

이시간이상당히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다

골프장관계자는 골프업계가좀더창의력을발

휘할 필요가있다 손님들에게유연하게 시간을이

용할기회를제공하고 매출을늘리자는것이우리

의 결정이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시간제 요금

을고정하지않고시즌에따라변경할예정이다 이

골프장의 여름 시즌 18홀 요금은 90달러(10만8000

원)로 시간제요금도시즌과골프장예약상황에따

라서도조정하겠다는방침이다 연합뉴스

골프 잠깐 즐기다가세요 미국서시간요금제등장

호주오픈 환영해요비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