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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

국 선수단이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신기록을세웠다

한국은평창올림픽폐회일인 25일금메

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총 17개

의메달을획득해국가별메달레이스에서

7위에올랐다

한국선수단은이번올림픽에서 2010년

밴쿠버대회에의메달 14개를뛰어넘는최

다 메달 신기록을 기록했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6개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는 이정

표를세웠다

아시아선수썰매최초로남자스켈레톤

과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서금메달과은

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고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에서는이상호가값진은메달을획

득해 한국 스키에 동계올림픽 출전 58년

만에감격스러운첫메달을안겼다

전통적으로 최강 실력을자랑하는쇼트

트랙에서는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

달 2개를거둬들였고스피드스케이팅에서

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를획득했다

특히 영미라는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마늘 소녀들의 여자컬링은 아시아

팀 최초로 은메달을 따내는 등 비인기 동

계스포츠의현실을알리는데주효한역할

을했다

평창올림픽에서도쇼트트랙은남녀 8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전통적

인쇼트트랙강국으로서제몫을해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중국이 사이좋게 금메

달1개씩나눠가진결과를봐도한국쇼트

트랙의압도적인위상을볼수있다

쇼트트랙남자 500m와 5000m 계주 여

자 1000m에서금메달이나올것을예상하

며 골든데이로까지 표현됐던 22일 노골

드에 그친 점이 아쉬움이 남았지만 24일

스피드스케이팅남자매스스타트에서이

승훈이 금메달을 여자에서는 김보름이

은메달을 각각 따낸 것으로 위안을 삼았

다

이상호는 스노보드평행 대회전에서은

메달을 획득 우리나라의 순위 도약에 힘

을보탰다

한국 스키가 올림픽 메달은 딴 것은

1960년 스쿼밸리 대회에 참가한 이후 무

려 58년만에처음이다

평창올림픽의 국가별 메달 순위 중 1위

는노르웨이가차지했다 노르웨이는독일

과의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인 결과 25일

오후 종료된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30

km 단체출발 클래식에서 금메달을 추가

해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매달 11개

로 1위에올랐다 독일은노르웨이와금메

달개수는같지만은메달수에밀려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은고다이라나오의스피

드스케이팅 여자 500m와 타카기 나나 여

자매스스타트 여자팀추월에서금메달 3

개와피겨스케이팅남자싱글의하뉴유즈

루의금메달에힘입어11위를기록했다

러시아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자행한국가주도도핑조작으로국제올림

픽위원회(IOC)의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음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은 개

인 자격으로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라는특별소속으로경쟁했지만새

로운 피겨 여왕 알리나 자기토바의 피겨

스케이팅과 남자 하키 결승에서 독일을 4

대 3으로 꺾으며 따낸 금메달 2개와 은메

달 6개 동메달 9개를더해 13위에머물렀

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초희김영미김선영김경애김은정김민정감독 컬링은메달

최민정 쇼트트랙 1500m금메달

전정린김동현서영우원윤종 봅슬레이4인승은메달이유빈김아랑김예진최민정심석희 쇼트트랙3000m계주금메달

17일간의겨울동화그대들있었기에

이상화 빙속500m은메달 윤성빈 스켈레톤금메달

차민규 빙속500m은메달

서이라 쇼트트랙 1000m동메달 김보름 빙속매스스타트은메달

이승훈김민석정재원 빙속팀추월은메달임효준 쇼트트랙 1500m금500m동

비인기종목서맹활약사상최초 6개 종목서메달

김태윤 빙속 1000m동메달

이승훈 빙속매스스타트금메달

김민석 빙속 1500m동메달이상호 스노보드평행대회전은메달

황대헌 쇼트트랙500m은메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