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동향 (07월 19일 – 07월 20일자 주요
뉴스)
1. 국제육상연맹, 러시아 선수들 개인자격 출전 추가 승인
국제육상연맹(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은 다음 달 8월, 영국 런던
에서 개최될 ‘201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IAAF World Championships London 2017)’
에 ‘개인 자
격’ 출전을 신청한 8명의 선수들의 참가를 추가로 승인함.
IAAF는 지난 5일에도 14명의 러시아 육상선수들의 개인자격 출전을 허용한 바 있으며 개인자격 출전
을 원하는 선수들은 오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함.
또한, 지난 2월에 진행된 ‘제 208회IAAF 집행위원회 회의(Council Meeting)‘
에서는 2015년 11월
당시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 도핑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육상연맹(RusAF, Russian
Athletics Federation)에 대해, 자격회복 준비가 부족해 일러야 오는 11월에야 자격 회복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발표하기도 함.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오는 8월, 런던에서 개최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는 출전이 불가능해졌
으며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대회 출전이 가능해짐.
한편, ‘2017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다음달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예정임.

IAAF 공식 엠블럼 (출처: IAAF)

2. 독일서 ‘2017세계펜싱선수권대회’개최
‘2017 세계펜싱선수권대회(World Fencing Championships)’
가 7월 19~26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며, 19~20일 예선을 거쳐 본선 64강은 21일부터, 단체전은 24일부터 진행될 예정임.
대한펜싱협회는 지난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상영을 비롯해 총 24명의 선수들로 구성
된 대표단을 파견함.

‘2017 라이프치히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출처
: FIE)

3.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평창 2018’발판삼아 더욱 발전할 것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지난 19일, 태릉선수촌에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를 개최해 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미래에 대한 각오를 밝힘.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
픽’ 대회 출전권 획득 또한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아이스하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밝힘.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출처: News1)

4. 중국, ‘2017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파견 선수 대폭 축소
중국이 오는 ‘2017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
(29th Summer Universiade Taipei 2017)’
에 지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때 출전한 선수단 3분의 1 수준인 110명이 출전할 것이며, 중국의 전국체전
과 일정이 겹쳐 주로 2진 선수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통보함.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친(親)독립 성향을 갖고
있는 대만 총통 Tsai Ing-wen을 길들이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한편,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오는 8월 19~30일 진행될 예정임.

‘2017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 공식 엠블럼 (출처
:
Taipei 2017)

5. 1908 런던 올림픽 금메달 경매에 나와
올림픽 역사상 여자개인종목 최고령 금메달리스트인 영국의 Sybil Queenie Newall 선수의 1908년 런
던 하계올림픽 당시 수상한 메달이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경매전문회사에서 주관하는 경매에 올라옴.

Sybil Queenie Newall 선수의 1908런던하계올림픽 금메달 (출처: Insidethegames)
Newall은 당시 53세 나이로 ‘1908 런던올림픽대회’ 여자양궁 더블 내셔널 라운드
(double national
round)에서 개인타이틀을 거머쥔 최고령 선수로 등록되어 있음.

이 메달은 올림픽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경매전문회사인 RR Auction에서 경매에 붙일 올림픽 수집품들
중 하나로 최저경매가격은 14,000달러(한화 약 1,570만원)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짐.
경매에 붙여진 수집품 중에는 역대동계올림픽 참가기념 메달세트가 있으며, 희귀한 동계올림픽 메
달(1924 Chamonix, 1932 Lake Placid)도 포함됨.
RR Auction의 부사장인 Bobby Livinston은 1908 런던올림픽 당시 250개의 순금 메달이 수여된 점을
감안 하면 해당 금메달은 영국의 성공적인 첫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굉장하고 희소가치가 높은 메달이
라고 전하며 본 경매물품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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