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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래 30년 만

에 열리는 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

픽이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게확실해졌다

동계스포츠의 꽃인 북미아이스하키리

그(NHL) 소속 선수들의 불참과 국제올

림픽위원회(IOC)의 징계에 따른 러시아

선수단 출전 금지 여파로 평창동계올림

픽흥행에악재가터지기도했다

그러나각나라출전선수엔트리등록

마감일을하루앞둔 28일현재 평창동계

올림픽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보

내겠다는나라가늘고있다

미국은 역대 단일 동계올림픽에 참가

한 어느 나라 선수보다도 많은 242명의

선수를평창에파견한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서 역대 가장

많은 출전권 24장을 확보한 아이스하키

강국캐나다도미국에이어두번째로많

은 230명을보낼것으로알려졌다

동계스포츠 강국은 아니나 이번 대회

에서 메달 510개 획득에 도전하는 영

국도 4년전소치대회보다 3명많아역대

최다인 59명의선수를평창에보낸다 스

키 종목에서만 25명이 유니언 잭(영국

국기)을달고설원을누빈다

이는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

초대회때작성한 22명의스키선수를뛰

어넘는영국역대최다출전선수다

새로운 동계 훈련지로 주목을 받는 남

반구 뉴질랜드도 역대 가장 많은 21명의

선수로 팀을 꾸렸다 이는 종전 최다인

2006년토리노대회(18명)보다 3명많다

이웃 일본도 역대 외국에서 치러진

동계올림픽사상최다인 123명을평창에

보낸다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올림픽 사상 첫

남북단일팀을 꾸린 북한도 IOC와 종목

별 국제연맹의 배려로 와일드카드(특별

출전권)를 받아 역대 가장 많은 22명을

평창에내보낸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일찍부터 존재

했다

세부 종목의 수가 소치 대회 때보다 4

개 많은 102개로 증가한 덕분이다 스노

보드 빅에어 매스스타트 컬링 믹스더

블알파인스키혼성단체전이새로추가

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은동계올림픽사상금

메달 100개가넘는첫대회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등록 국가는 최대 95개국 선수는

3000명에 육박하는 2900명대 후반이었

다며정확한엔트리는29일에서야결정

되겠지만 출전선수 출전국가에서사상

최대가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

소치대회엔88개나라에서 2천800명의

선수가참가해두부분에서역대최대 규

모 기록이 작성됐다 평창조직위는 29일

오후출전국가수를발표한다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의행정착오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던 노선

영(29콜핑팀)이극적으로구제됐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

전하려 했던 러시아 스피드스케이팅 1

500m 종목 선수 2명이 26일 발표된 러

시아 선수단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비 2

순위였던노선영이출전권을얻게됐다

러시아는여자스피드스케이팅 1500

m 종목에 예카테리나 시코바 율리야

스코코바 나탈리아 보로니나 등 3명이

출전권을따냈었다 하지만 169명의 명

단가운데나탈리아보로니나만포함되

고 나머지 2명은 빠졌다 이 때문에 예

비 2순위였던 노선영이 출전권을 막차

로얻게됐다

노선영은 1500m와 더불어 김보름

(강원도청) 박지우(한국체대)와 함께

팀을 이루는 팀추월 출전권도 확보했

다

노선영은 팀추월에 나서려면 개인종

목 출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제대로해석하지못한빙상연맹

의 행정착오 때문에 평창올림픽 출전

길이막히는황당한상황을겪었다

러시아 선수 2명의 탈락으로 기존에

배정된 32장의 출전권에 결원이 생겨

구제를 받게 됐지만 다만 노선영이 최

근 파문을 겪으면서 더는 태극마크를

달지않겠다고공언한상황이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노선영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

다고말했다 연합뉴스노선영

빙속노선영평창올림픽뛰나

러선수탈락으로극적출전권얻어본인선택주목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8일 러시

아 선수 169명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최종적으로승인했다

이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26

일 개인 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출

전하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Olympic Athletes from Rus�

sia)를 169명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IOC

가추인한것이다

출전 선수 중에선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예브게니아 메

드베데바와 알리나 자기토바 아이스하

키의일리야코발추크파벨다추크등스

타플레이어들이돋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불가 처분을 받

은러시아귀화쇼트트랙선수빅토르안

(한국명 안현수)은 IOC에 징계 사유를

알려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29일

각 나라의 출전 엔트리가 마감되기에 평

창에오긴시간상어려울것으로보인다

평창에 오는 러시아 선수들은 IOC의

두 차례 엄격한 약물 검사를 통과한 깨

끗한 선수들이다

IOC는 지난해 말 집행위원회를 열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국가주도의

도핑스캔들을유발한러시아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출전을불허했다 대신

약물 복용 이력이 없는 러시아 선수들

이 개인 자격으로 OAR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

다

IOC는 ROC가 제출한 평창동계올림

픽사전등록선수 500명중도핑이력을

지닌 111명을 제외한 389명을 대상으로

평창행 여부를 가렸다 이 중에서 169명

만이 평창행 티켓을 잡았다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첫 출전한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이래역대4번째로많은선수

다안방에서열린 4년전소치대회때보

단 63명이줄었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흥행악재딛고사상최대규모

오늘엔트리마감동계올림픽최다출전국선수유력

금 100개 넘는첫대회조직위 95개국 3000명 육박

IOC 러시아선수 169명 참가최종승인

메드베데바자기토바등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