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0657호 2018년 1월 2일 화요일창사66주년새해특집 평창올림픽

하나된열정이평창을스포츠열기로물들인다 지구촌의축제인제23회평창동계올림

픽이 2018년 2월 9일개막해 25일까지 17일간의열전을이어간다 1988년서울하계올림픽

에이어대한민국에서열리는두번째올림픽이다 평창은모두가하나된열정으로동계스

포츠에대한전세계인의공감을연결하는무대를꿈꾸고있다

평창동계올림픽 2월 9일25일평창강릉정선등서펼쳐져

세번의도전끝에맞은두번째올림픽

대한민국평창은세번의도전끝에지난 2011

년 7월 6일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

회에서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따돌리고

2018년동계올림픽개최지로선정됐다

1988년서울올림픽을치렀던대한민국은 1988

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지구촌의 축

제를다시치르게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슬로건으로 해 하나된 세상을

그리고있다

열정 애착 몹시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Pas�

sion은 평창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자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완성하는

곳이기를바라는마음을담고있다

Connected는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어지

다 맥이 통하다 등의 뜻 평창을 한국의 혁신적

인기술과문화융합을통해언제 어디서나모든

세대가참여하고서로에게영감을주는공간으로

만들고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미다

대회 엠블럼은 평창의 초성 ㅍ과 ㅊ을 모

티브로만들어졌다

한글을 형상화 앰블럼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인평창 그곳의눈(설상)과 얼음(빙상)에서 선

수들과 지구촌 사람들이 어울리는 열린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ㅊ은 눈꽃과 얼음의 모양을 하

고있다 별을닮은모습이기도하다

평창동계올림픽마스코트는백호를캐릭터한

수호랑이다

수호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

중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랑은 호랑이와 강원

도를대표하는 정선아리랑의 랑에서따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또 아시아라는 잠재력이

큰 새로운 무대에서 세계의 젊은 세대가 동계스

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평창과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는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

림픽 경제올림픽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을

지향한다

12개경기장에서펼쳐지는17일의열전

평창올림픽은 평창 강릉 정선 등 총 12개 경

기장에서진행된다

설상 종목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

라이딩 센터 보광 스노 경기장 용평 알파인 알

펜시아 스키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센터에

서 치러진다 빙상 종목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관동 하키센

터 강릉컬링센터에서열린다

12개경기장가운데6곳은새로건설했고나머

지 6곳은기존시설을보완하거나개량해사용한

다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은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치러진다

지상 7층 지하 1층의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이번 올림픽의 5대 목표인 문화 환경 평화 경

제 ICT올림픽실현을위해오륜기와음양오행

눈의결정체모양을본떠 5각형콘셉트로지어졌

다 3만5000명의관중을수용할수있고 350석의

장애인석을 갖췄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사

후 활용 등 경제성을 고려해 임시가설물 형태로

지어져서 대회 이후에는 일부만 남기고 철거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이유치된후강원도에는 1000가

넘는새로운길이생겼다

철도 원주강릉(1207) 용문서원주(28

) 구간과 서울양양고속도로(1331)와 제2

영동고속도광주원주(57) 노선이뚫렸고 국

도 74개구간586가신설또는확장포장됐다

여기에 축제의 현장을 찾을 이들을 위해 원

주강릉 복선전철도 개통하는 등 손님 맞을 준

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고시속 250의

KTX열차는서울청량리역평창진부역을 58분

만에 주파한다 인천공항에서는 98분 만에 이동

할수있다

평창을빛낼별들

평창올림픽은동계올림픽사상최초로금메달

수가 100개가넘는대회다 15종목 102개세부종

목에서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열전이 펼쳐진

다

또 이번 평창올림픽에 스노보드 빅에어(남

여) 매스스타트 (남여) 컬링 믹스더블 알파인

스키혼성단체전등6개세부종목이새로추가되

면서역대대회에서가장많은여성혼성종목의

경 기 가

진행될 예정

이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

회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4

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위는

앞선 소치 대회보다 9계단 상승한

목적지로 개최국 이점을 살려 최대 금

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수확

하기위해구슬땀을흘리고있다

쇼트트랙은 메달밭으로 기대를 모으는 종목

이다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최민정(19성남시

청)과심석희(20한국체대)는금메달 0순위다특

히 4년전소치에서금은동메달을하나씩목에

걸었던심석희는더많은메달을내다보고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빙상여제 이상화(28

스포츠토토)의 올림픽 3연패도전에눈길이쏠린

다여자 500m세계기록보유자인이상화의맞수

는일본고다이라(32)다 2017시즌자신을압도한

고다이라를 상대로 이상화가 진짜무대에서역

전극을노린다

남자 매스스타트 세계랭킹 1위인 이승훈(29

대한항공)는금빛레이스를이어가고있다 이승

훈은세번의 월드컵매스스타트경기에서두개

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평창으로 가는 발걸음을

가볍게했다 여자매스스타트의김보름(24강원

도청)도부상에서회복해평창의 2월을기다리고

있다

썰매와 설상에서는 사상 첫 메달 도전이 이뤄

진다

이번시즌 5차례의월드컵에서 3개의금메달을

가져간 스켈레톤 간판 윤성빈(23한국체대)는

황제마르틴스두쿠르스(라트비아)의아성을넘

어선 모양새다 윤성빈이홈이점까지살려우리

나라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첫 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봅슬레이의 원윤종(32강원도청)서영우(26

경기도BS경기연맹)도 역시 비록 홈 이점을 살려

반전의무대를꿈꾸고있다

설상 종목에서는 이상호(22한국체대)가 스노

보드알파인종목에도전장을냈다

지난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알

파인 평행회전과 평행대회전 2관왕에 오른 이상

호는 3월 터키에서 열린 월드컵 평행대회전에서

도은메달을따내며한국스키사상첫월드컵메

달리스트가됐다

쇼트트랙 종목 최다인 6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있는 안현수(32러시아명 빅토르 안)는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딛고 개인 자격으로 평창 트랙에

서설전망이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동계오륜사상첫금메달 100개 돌파102개 종목열전

한국 스켈레톤등금 8개은 4개동 8개종합 4위 목표

KTX 서울평창 58분인천공항선 98분접근성높여

하나된 열정

Yes!

왼쪽부터스켈레톤윤

성빈 쇼트트랙 최민정

빙속이승훈이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