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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켈레톤의 간판인 윤성빈(23한

국체대)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

맹(IBSF) 월드컵 4차 대회에서 5위에 올

랐다

윤성빈은 15일 독일빈터베르크에서열

린 IBSF 월드컵 4차대회에서 1 2차시기

합계 1분52초84로 5위를차지 6위까지주

어지는메달을획득했다

금메달은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로

불리는 절대 강자 마르틴스 두쿠르스(33

라트비아)에게 돌아갔다 기록은 윤성빈

보다 080초빠른 1분52초04다

윤성빈은지난해연말캐나다와미국에

서 열린 1 2차 대회에서는 각각 금메달

동메달을목에걸었다 하지만 새해초독

일에서 열린 3 4차 대회에서 각각 5위로

성적이처졌다

한국 썰매 대표팀은 북아메리카에서 훈

련대회경험이많아트랙이익숙하지만 유

럽트랙은상대적으로는생소하기때문이다

10년가까이최강의자리를지킨두쿠르

스는 1 2차 대회에서 4 5위에 그쳐 어느

덧 나이 때문에 기량이 떨어진 것 아니냐

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3차 대회에서

은메달을획득한데이어 4차대회에서금

메달을목에걸며건재함을과시했다

3차 대회까지세계랭킹 1위이던윤성빈

은 총점 793점으로 두쿠르스(총점 811점)

에이은 2위로밀려났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금메달에도전

하는 봅슬레이의 원윤종(32강원도청)

서영우(26경기BS연맹)는 남자 봅슬레이

2인승부문에서 8위에그쳤다

1 2차 시기 합계 1분52초91로 8위에 머

문 두 원윤종서영우 조는 총점 736점으

로 세계랭킹 1위를 지켰지만 안심할 상황

은아니다

가장 강력한라이벌인프리드리히는독

일대표팀내에서파트너를바꿔가며 1 3

4차대회에서모두금메달을수확했지만2

차 대회에 불참한 까닭에 세계랭킹이 4위

(총점 675점)에그치고있다 연합뉴스

프리에이전트(FA) 내야수 황재균

(30사진)이 KBO리그를뒤로하고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도전을선언했다

황재균은 15일 서울에서이윤원롯데

자이언츠 단장을 만나 어린 시절 꿈인

메이저리그에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는 FA 계약 최종안을 제시

했지만 황재균은 구단이 제시한 좋은

조건과편안한환경에서뛰고싶은마음

도 있다 재작년 포스팅 도전을 허락해

주고 올해도 진심으로 다가와 준 구단

에감사하다고밝혔다

황재균은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거포 3루수가운데한명으로 2007년현

대유니콘스에서데뷔해 2010년 트레이

드를통해롯데유니폼을입었다

2014년 타율 0321로 첫 3할 타자로

거듭난뒤 2015년홈런 26개 올해는홈

런 27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지난시즌에는타율 0335에 113타

점으로데뷔후가장좋은성적을냈다

롯데와 협상 테이블을 정리한 황재균

은이제메이저리그구단과본격적인접

촉에나선다

황재균은 2015년시즌이끝난뒤포스

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빅

리그에 첫 번째

도전장을 냈지

만 무응찰에

꿈을 접어야 했

다 이제 FA 신

분이라 당시보

다는 훨씬 자유

롭지만 험난한

상황이 그를 기

다리고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디트로이트 타이거

스와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 밀워키브

루어스등이 황재균에게 관심을 보인다

고전했지만모두메이저리그보장이아

닌마이너계약을염두에두고있다

황재균은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신분일 때 조건을 따로 둬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대호(35)가 스프링캠프에서 치열한 경

쟁을벌인것처럼황재균도똑같은단계

를거쳐야한다

한편 15일 KBO가 규약으로 정한 프

리에이전트(FA)협상마감일이지났다

과거에는 1월15일까지 FA 선수가계약

하지못하면 그해KBO 리그에서뛸수

없었지만 2013년규약개정으로협상마

감일이 지난 뒤에도 자유계약선수로 공

시돼자유롭게계약이가능하다

연합뉴스

한국스켈레톤의간판인윤성빈(23한국체대)이 14일(현지시간) 독일빈터베르크의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4차대회에서 1 2차시기합계 1분52초84로 5

위를차지했다금메달은 스켈레톤의우사인볼트로불리는절대강자마르틴스두쿠르스(33라트비아)에게돌아갔다이날윤성빈의경기모습 연합뉴스

유럽트랙생소해윤성빈또 5위

IBSF 월드컵 4차 대회1위 두쿠르스에 08초 뒤쳐

황재균ML 도전선언

롯데최종안거절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6일 사

전경기를시작으로사실상열전에돌입

한다

올해동계체전본대회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등에

서 종목별로 펼쳐진다 그러나 경기장

사정 또는 종목별 일정 문제 등으로 일

부 경기는 본 대회 기간에 앞서 미리 동

계체전일정을소화한다

먼저 스피드스케이팅이 16일부터 18

일까지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경기

를치르고쇼트트랙 18일피겨스케이팅

은 19일부터 각각 일정을 시작한다 아

이스하키 일반부 경기는 18일부터 이틀

간 고양 어울림누리 아이스링크에서 열

리고 컬링은 19일부터 대한장애인체육

회이천훈련원컬링장에서펼쳐진다

전국체전본대회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사이에는아이스하키초중 고 대

학부 경기와 스키 알파인과 크로스컨트

리 바이애슬론초중 고등부경기등이

진행된다 피겨스케이팅 경기에는 유영

(문원초)임은수(한강중)등이출전선수

명단에이름을올려놓고있다 연합뉴스

제98회 전국동계체전오늘부터사전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