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포츠 동향 (01월 01일 – 01월 04일)
올림픽, 2018 평창을 향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까지 1년 앞으로 다가왔으며, 평창조직위는 다양한 테스트 이벤트들을 준
비 중에 있음.
2018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경기장 점검을 위해 총 24개의 테스트이벤트를 준비했으며, 그
중 두 개 종목(2016년 11월 25~26일,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월드컵, 12월 16~18일, 국제빙상
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은 이미 2016년에 진행된 바 있음.

새해를 맞아 3번째 테스트 이벤트인 ‘극동컵 회장배 국제스키대회’는 오는 16~17일에 개최될 예정임.

다양한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될 2018 평창 경기장 (Around the Rings)

같이보기
평창, 빙상경기장 개관
‘평창 2018‘, 테스트 이벤트 준비
IOC 조정위, ‘평창 2018’ 대회 준비 점검

관련자료
평창 테스트이벤트

IAAF, 러시아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규정 전달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이 ‘2017년에 개최될
국제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들을 위해 관련 지침서(guidelines)를 러시아육상경기협회(RusAF,
Russian Athletic Federation)에 전달함.
지난 2015년, 조직적 도핑 혐의로 IAAF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RUSaF는 국제대회 참가가 금지
되어 ‘2016 리우올림픽대회’ 등 여러 대회에 참가가 제한된 바 있으나 이번 지침서를 통해 러시아 선수
들은 2017년 개최될 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출전 할 기회를 얻게 됨.
지침서에는 참가를 위해 선수들이 충족해야할 요건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도핑규정을 위반한 선수관계자
들과 연루된 적이 있는지, 이번 사건 조사기간 동안 몇 개의 시료를 제출하였는지 등에 대한 문항지도 함
께 포함되어 있음.
IAAF는 McLaren 조사팀으로부터 도핑사건에 연루된 200여개의 러시아 선수 이름을 전달 받았으며
이와 함께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 신청서를 검토 한 후 선수의 참가여부 및 자격정지 등을 결정
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선수들의 샘플에서 28개의 시료
조작 증거를 발견했으며, IOC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 2개월 후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IAAF 로고 (출처: IAAF)

같이보기
IAAF 개혁안, 다수결로 통과
소치올림픽 참가 러시아 선수 징계 처분
리우올림픽 참가 러시아 육상선수는 단 2명?

관련자료
Guidelines for applications under Competition Rule 22.1A
러시아 도핑 파문 (자세히 보기)
집중조감 2016-8호, ‘2016년 국제스포츠 주요 동향’

2017 삿포로, 입장권 예매 시작

오는 2월 19일~26일 동안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될 ‘2017제8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입장권 예매가
시작됨.
31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며, 예매는 공식 사이
트(http://booktickets.pia.jp/sapporo2017/en/)에서 가능함.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계회식이 진행 될 삿포로 돔경기장 (출처: Getty Images)

같이보기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31개국 출전 확정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오세아니아 참가 예정

카잔 스노보드대회 재정문제로 취소

국제스키연맹(FIS, International Ski Federation)은 오는 2월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두
개의 스노보드월드컵 대회가 재정적인 문제로 취소되었다고 밝힘.
2월 24~26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스노보드 크로스(snowbard cross)와 평행 대회전(parallel giant
slalom) 월드컵이 취소되면서 현재 FIS는 다른 개최지를 모색 중이라고 밝힘.
한편,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사건으로 많은 대회들이 러시아 개최를 철회한 바 있음.

러시아 카잔의 스키장 (출처: Insidethegames)

같이보기
바이애슬론과 스케이팅 연맹, 러시아 대회 개최 철회
러시아, 봅슬레이선수권 개최지 변경, 2018 월드컵 개최 유지
IBSF 세계선수권대회, 러시아 개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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