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세이셔
널’ 손흥민의 활약도 톱10에 포함됐다. 토트넘의 공격수인 손
흥민은 기성용이 보유한 아시아 선수 EPL 정규리그 시즌 최다
골(9골)을 넘어섰다. 손흥민은 여세를 몰아 시즌 21골로 ‘차붐’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에서 기록한 한국인 한 시즌 유럽리그 최다골(19골)마저 31년
만에 갈아치웠다.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2018.2.9∼25,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
▲ 9월 5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분요드코르 경기장
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과 우즈베키
스탄의 경기. 우즈벡과 0-0 무승부를 거두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쾌거를 이뤘으나 경기력 논란이 불거지
며 사령탑이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마지막 10차전까지
치르고서야 이란에 이어 조 2위로 겨우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은 아시아에서는 최다이자 전 세계적
으로도 6번째일 만큼 값진 기록이었다. 하지만 대표팀의 연이
은 졸전은 축구팬에 큰 실망을 안겼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종예선 두 경기를 남겨놓고 슈틸리케 감
독을 전격 경질한 뒤 신태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그러
나 대표팀의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았고 신태용 감독은 사면초
가에 몰렸다. 급기야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
로 앉히자는 팬들의 움직임까지 일었다. 다행히 12월 일본 도
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한일전에
서 신태용호가 일본을 4 대 1로 격파하는 ‘도쿄 대첩’을 이뤄내
면서 ‘히딩크 논란’은 잠잠해졌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 마련된 12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평창과 정
선에선 썰매와 설상 종목 경기가, 강릉에선 빙상 종목 경기가
각각 진행됐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
최된 올림픽인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엔 92개국, 2천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북한이 8년 만에 출전해 올림픽의 정신인 화합과 평화의 의미
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일본(1972년 삿포로·1998년 나가
노)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 개최다. 평창올림픽은 처
음으로 동계올림픽 총 금메달 수 100개를 넘긴 대회로 선수들
은 15개 종목에 걸린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개·
폐회식은 3만5천 명을 수용하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집계 2017년 스포츠 10대 뉴스
① 타오른 평창 불꽃…30년 만에 올림픽 성화 국내 봉송
① 한국 축구,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③ 박성현 열풍…39년 만에 LPGA 신인 3관왕(287점)
④ 프로야구 KIA, 8년 만에 통합우승…양현종 MVP 석권
⑤ 전설 속으로 떠난 이승엽…KBO리그 첫 은퇴투어
⑥ 손흥민 아시아 선수 EPL 최다 골 달성
⑦ ‘10초07’…육상 김국영, 100m 한국 신기록
⑧ 축구대표팀 감독 수난…슈틸리케 경질, 신태용·히딩크
논란
⑨ 국가대표 요람 태릉 시대 마감…진천선수촌 공식 개촌
⑩ 테니스 정현, ATP 투어 우승
*연합뉴스 스포츠부에서 추린 33개 후보 항목을 바탕으로 12월 6~12일
언론사 스포츠 담당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 10대 뉴스를 뽑도록 한 뒤 순위를
확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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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카운트다운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동·하계 올림
픽,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4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5번째 나라가 됐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
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아시아 대륙에서 3회 연속
동·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 평
 창 세 번째 도전 만에 감격스러운 동계올림픽 유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삼수 끝에 이뤄낸 쾌거다.
첫 도전이었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2003년 체코 프
라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패했다. 두 번째로 2014년 유치에 나섰으나 2007년
과테말라의 과타멜라시티에서 열린 IOC 총회 투표에서 러시아
소치에 무릎을 꿇었다. 두 번 모두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결선 투표에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2018년 유치를 위한 세 번째 도전은 201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IOC 총회로 이어졌다. 마침내 평창이 1차 투표에
서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다.
올림픽 유치 직후 결성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
림픽 조직위원회는 IOC와 6년 6개월간 9차례 조정위원회를 열
며 대회 준비와 유치 공약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올림
픽 유산(legacy) 실행 계획도 긴밀하게 상의했다.
■ I OC 주재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서 북한 올림픽 참가

방식 확정
북한의 거듭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
기는 9월 들어 정점으로 치달았다. 몇몇 국가가 선수 안전을
이유로 평창올림픽 불참을 고려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나서서 “평창이 아닌 다른 곳에
서 동계올림픽을 여는 플랜 B는 없다.”고 밝히고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섰지만 안전에 대
한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
년사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면서 획기적인 변
곡점을 만났다. 이후 남북은 2년 만에 고위급 회담과 고위급
실무회담을 잇달아 열어 북한의 참가를 논의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20일 앞둔 1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주재로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를 열어 북한의 올림픽 참가 방
식을 최종 확정했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2007년 창춘 동계아

시안게임 이래 11년 만이자 통산 10번째로 평창올림픽 개회식
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합의했다. IOC가 배려한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로 북한은 선수 22명, 임원(코치 포함)
24명 등 46명의 선수단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
팀 ‘코리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선수 23명과
북한 선수 12명 등 35명으로 이뤄진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세
계탁구선수권대회와 그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결성됐다. 북한은 선수단은 물론 예술단, 응원
단, 태권도 시범단 등 4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방남해 평
화올림픽의 길을 텄다.
■ 태
 극전사,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6개 종목서 17개 메달

…종합 7위 · 아시아 1위

▲ 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기수인 남측 원윤종,
북측 황충금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하고 있다.

개최국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에 선수 146명, 임원(코치 포
함) 75명 등 총 221명의 역대 최대 선수단을 파견했다.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17개의 메
달을 획득해 종합 7위에 올랐다. 이번에 획득한 메달 수는 종
합 5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한 2010년 밴쿠버 대회(총
14개 메달)를 능가했다. 일본(11위), 중국(16위)을 따돌리고 아시
아 국가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안방의 이점을 살려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20개의 메달로 종합 4위에 오르겠다는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한국은 역대 최다인 6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 메달밭 확장
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
전통의 메달 종목은 물론 스키(스키점프), 스켈레톤, 봅슬레이,
컬링 등 4종목에서도 메달이 나와 국민의 큰 성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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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보이’ 이상호는 스키점프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
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스키가 올림픽에 도전한 지 58년 만
에 따낸 첫 메달이었다. 윤성빈은 남자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을 따내 아시아 선수로 이 종목 첫 메달리스트라는 영예를 안
았다.
5명의 선수 모두 김 씨여서 ‘팀 킴’으로 불린 여자 컬링 대표
팀은 세계 정상권 강호를 잇달아 꺾고 은메달을 수확해 국내
외에서 평창올림픽 최대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 5
 전

전패에도 감동으로 빛난 남북단일팀 코리아의
도전

남북한 선수 35명으로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코
리아’는 5전 전패로 평창올림픽을 마쳤다. 2득점-28실점의 초
라한 성적표였지만, 남북의 자매가 발휘한 투혼은 전 세계인에
게 감동을 선사했다.
1월 25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상견례를 한 이래
2월 20일 평창올림픽 7~8위전까지 27일간의 짧은 여정에서
단일팀은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우정과 친선 그리고 평화라
는 올림픽의 숭고한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 앤젤라 루제로 IOC 선수위
원장은 단일팀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강력하
게 주장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한 단일
팀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며 극찬했다.
■ 새
 롭게

▲ 2018년 2월 25일 강원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결승전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에서 한국 김경애가 스톤을
투구하고 있다.

쇼트트랙은 2관왕 최민정을 앞세워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효자종목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선 장거리 베테랑 이승훈이 남자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차민규(남자 500m 은메달),
김민석(남자 1,500m 동메달) 등 차세대 주자들의 깜짝 선전
이 돋보였다. 빙속은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합작했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한국으로 귀화한 ‘이방인’ 19명도 ‘팀 코
리아’를 빛냈다. 아일렌 프리슈는 여자 루지 싱글에서 8위에
올라 한국 루지의 역대 올림픽 최고 순위에 올랐다. 티모페이
랍신도 바이애슬론 남자 10㎞ 스프린트에서 한국 바이애슬론
의 역대 올림픽 최고인 16위에 자리했다.
국가별 메달 순위(상위 10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6

스웨덴

7

6

1

7

대한민국

5

8

4

8

스위스

5

6

4

9

프랑스

5

4

6

10

오스트리아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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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 평창의 동계 영웅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을 제패한 16세의 러시아 출신 알
리나 자기토바는 강력한 경쟁자인 같은 나라 선배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19)를 따돌리며 새로운 피겨 퀸 탄생을 알렸다.
하뉴 유즈루(일본)는 66년 만에 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을 2
회 연속 제패했다. 하뉴는 역대 1천 번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
스트라는 영예도 안았다.
여자 1,5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2관왕으로 쇼트트랙 여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알파인 스키 남자 대회전과 복합을 석권한 마르셀 히르셔(
오스트리아)는 평창에서 ‘올림픽 무관의 제왕’이라는 꼬리표를
뗐다. 국제스키연맹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55번이나 차지한
스키황제였으나 유독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체코의 에스터 레데츠카는 알파인스키 여자 슈퍼대회전과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 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에서 서로 다른 두 종목을 동시에 석권한 선수가 됐다.
평창 대회에서 메달 5개를 수확한 크로스컨트리 ‘철녀’ 마리
트 비에르옌(노르웨이)은 개인 통산 15개의 올림픽 메달(금 8·
은 4·동 3)로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작성하고 화려하
게 은퇴했다.
월드컵 스키 여자 최다승(81승) 기록 보유자로 숱한 부상을
딛고 8년 만에 올림픽에 돌아온 ‘스키 여제’ 린지 본(미국)은 활
강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 도
 핑

징계로 탄생한 특수 집단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IOC는 2014년 소치 대회 당시 국가 주도로 도핑 결과를 조
작한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대신 약물 검사
를 통과한 ‘깨끗한’ 선수만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러시아 출
신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라는 특별 소속으
로 뛸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국기가 빠진 중립 유니폼을 입은
OAR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도 러시아 국가를 들을 수 없었지
만 대회 내내 외신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평창 대회에 참가한 168명 선수 중 75%가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탓인지 OAR는 동계 강국답지 않게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로 종합 13위에 머물렀다.
OAR의 부진은 곧 국가별 메달 순위에서 노르웨이와 독일의
양강 다툼으로 직결됐다. 노르웨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단일 대
회 최다 메달(39개) 기록을 작성하고 통산 8번째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OAR 선수 두 명이 평창올림픽 도핑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
여 다시 한 번 오점을 남겼다. IOC는 러시아 선수 두 명의 도핑
위반이 ‘조직적’이 아닌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다른 OAR 선수들
도핑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났다며 2월 28일자로 러시아올
림픽위원회의 자격을 회복하는 등 러시아 징계를 해제했다.
■ 쏟
 아지는

호평 “경기장 · 선수촌 시설, 대회 운영 만
족스러워”

초반에 수송 문제와 노로바이러스 확산 등이 불거지긴 했으
나 대회는 성공적이었다는 국내외 언론의 호평이 이어졌다.
IOC는 겨울철 식중독으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효
과적으로 통제해 선수촌 유입을 막은 한국의 공공 의료시스템
을 칭송했다. 캐나다의 한 언론은 “평창올림픽은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을 이
렇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없다”고 대만족했고, 루젤로 IOC
선수위원장은 “만나는 선수들마다 경기장과 선수촌 시설에 크
게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중화기로 무장한 군 병
력이 보안 인력으로 참여하지 않고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대
회를 치른 것에 미국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다.
1988년 서울 하계 대회에 이어 30년 만에 열린 평창 동계
대회를 문화·평화·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치르면서
대한한국의 국격은 다시 한 번 올라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적
◆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 ①요린 테르모르스(네덜란드) ②고다이라 나
오(일본) ③다카기 미호(일본) ※한국 박승희 16위, 김현영 18위
[여자 1,500m] ①이레인 뷔스트(네덜란드) ②다카기 미호(일
본) ③마릿 레인스트라(네덜란드) ※한국 노선영 14위
[여자 3,000m] ①카를레인 아흐데레이크터(네덜란드) ②이
레인 뷔스트(네덜란드) ③안투아네터 더용(네덜란드) ※한국
김보름 18위
[여자 5,000m] ①에스메이 피서르(네덜란드) ②마르티나 사
블리코바(체코) ③나탈리야 보로니나(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여자 500m] ①고다이라 나오(일본) ②이상화(한국) ③카롤
리나 에르바노바(체코) ※한국 김현영 12위, 김민선 공동 16위
[여자 매스스타트] ①다카기 나나(일본) ②김보름(한국) ③이
레인 슈텐(네덜란드) ※한국 노선영 14위
[여자 팀 추월] ①일본 ②네덜란드 ③미국 ※한국 8위
[남자 1,000m] ①키얼트 나위스(네덜란드) ②호바르 로렌첸(
노르웨이) ③김태윤(한국) ※한국 차민규 12위, 정재웅 13위

[남자 1,500m] ①키얼트 나위스(네덜란드) ②파트릭 루스트(
네덜란드) ③김민석(한국) ※한국 주형준 17위
[남자 5,000m] ①스벤 크라머르(네덜란드) ②테트-얀 블루먼
(캐나다) ③스베레 룬데 페데르센(노르웨이) ※한국 이승훈 5위
[남자 10,000m] ①테트-얀 블루먼(캐나다) ②요릿 베르흐스
마(네덜란드) ③니콜라 투몰레로(이탈리아) ※한국 이승훈 4위
[남자 500m] ①호바르 로렌첸(노르웨이) ②차민규(한국) ③
가오팅위(중국) ※한국 김준호 12위, 모태범 16위
[남자 매스스타트] ①이승훈(한국) ②바르트 스빙스(벨기에)
③쿤 페르베이(네덜란드)
[남자 팀 추월] ①노르웨이 ②한국 ③네덜란드
◆ 쇼트트랙
[여자 1,000m] ①수잔 슐팅(네덜란드) ②킴 부탱(캐나다) ③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 ※한국 최민정 4위
[여자 1,500m] ①최민정(한국) ②리진위(중국) ③킴부탱(캐
나다) ※한국 김아랑 4위
[여자 3,000m 계주] ①한국 ②이탈리아 ③네덜란드
[여자 500m] ①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 ②야라 판 케르
크호프테트(네덜란드) ③킴 부탱(캐나다) ※한국 최민정 결승
서 실격
[남자 1,000m] ①사뮈엘 지라르(캐나다) ②존-헨리 크루거(
미국) ③서이라(한국) ※한국 임효준 4위
[남자 1,500m] ①임효준(한국) ②싱크 크네흐트(네덜란드)
③세멘 엘리스트라토프(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남자 5,000m 계주] ①헝가리 ②중국 ③캐나다 ※한국 4위
[남자 500m] ①우다징(중국) ②황대헌(한국) ③임효준(한국)
◆ 스켈레톤
[남자] ①윤성빈(한국) ②니키타 트레구보프(러시아 출신 올
림픽 선수) ③돔 파슨스(영국) ※한국 김지수 6위
[여자] ①리지 야널드(영국) ②야크벨리네 뢸링(독일) ③로라
디아스(영국) ※한국 정소피아 15위
◆ 봅슬레이
[남자 2인승] ①저스틴 크립스-알렉산더 코파치(캐나다) ①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토르스텐 마르기스(독일) ③오스카스
멜바디스-제니스 스트렝아(라트비아) ※한국 원윤종-서영우
6위
[남자 4인승] ①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토르스텐 마르기
스-칸디 바우어-마르틴 그로트코프(독일) ②원윤종-서영우김동현-전정린(한국) ②니코 발테르-케빈 쿠스케-알렉산데르
뢰디거-에릭 프란케(독일)
[여자 2인승] ①마리아마 야만카-리사 부크비츠(독일) ②일
레이나 마이어스 테일러-로렌 깁스(미국) ③케일리 험프리스필리시아 조지(캐나다) ※한국 김유란-김민성 15위
◆ 컬링
[남자] ①미국 ②스웨덴 ③스위스 ※한국 7위
[여자] ①스웨덴 ②한국 ③일본
[믹스더블] ①캐나다 ②스위스 ③노르웨이 ※한국 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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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①안나 가서(오스트리아) ②제이미 앤더슨(미
국) ③조이 사도프스키 시노트(뉴질랜드)
[여자 하프파이프] ①클로이 김(미국) ②류자위(중국) ③애리
엘 골드(미국)
[여자 평행대회전] ①에스터 레데츠카(체코) ②젤리나 외르
크(독일) ③테레지아 호프마이스터(독일)
[여자 슬로프스타일] ①제이미 앤더슨(미국) ②로리 블루윈(
캐나다) ③엔니 루카야르비(핀란드)
[여자 스노보드 크로스] ①미켈라 모이올리(이탈리아) ②줄
리아 베레이라 드 소우사 마비로(프랑스) ③에바 삼코바(체코)
[남자 빅에어] ①세바스티엥 투탕(캐나다) ②카일 맥(미국)
③빌리 모건(영국) ※한국 이민식 예선 탈락
[남자 하프파이프] ①숀 화이트(미국) ②히라노 아유무(일본)
③스코티 제임스(호주)
[남자 평행대회전] ①네빈 갈마리니(스위스) ②이상호(한국)
③얀 코시르(슬로베니아)
[남자 슬로프스타일] ①레드먼드 제라드(미국) ②맥스 패럿(
캐나다) ③마크 맥모리스(캐나다)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 ①피에르 볼티어(프랑스) ②재리드
휴스(호주) ③레기노 에르난데스(스페인)
◆ 알파인 스키
[단체전] ①스위스 ②오스트리아 ③노르웨이 ※한국 8강
탈락
[여자 복합] ①미셸 지생(스위스) ②미케일라 시프린(미국)
③벤디 홀데네르(스위스)
[여자 활강] ①소피아 고지아(이탈리아) ②랑힐드 모빈켈(노
르웨이) ③린지 본(미국)
[여자 대회전] ①미케일라 시프린(미국) ②랑힐드 모빈켈(노
르웨이) ③페데리카 브리노네(이탈리아) ※한국 김소희 45위,
강영서 47위
[여자 회전] ①프리다 한스도터(스웨덴) ②벤디 홀데네르(스
위스) ③카타리나 갈후버(오스트리아) ※한국 김소희, 강영서
실격
[여자 슈퍼대회전] ①에스터 레데츠카(체코) ②안나 파이트(
오스트리아) ③티나 바이라터(리히텐슈타인)
[남자 복합] ①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 ②알렉시 팽튀로(
프랑스) ③빅토르 뮈파-장데(프랑스) ※한국 김동우 33위
[남자 활강] ①악셀 룬드 스빈달(노르웨이) ②셰틸 얀스루드(
노르웨이) ③베아트 포이츠(스위스) ※한국 김동우 48위
[남자 대회전] ①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 ②헨리크 크리
스토페르센(노르웨이) ③알렉시 팽튀로(프랑스) ※한국 김동우
39위, 정동현 실격
[남자 회전] ①안드레 뮈레르(스웨덴) ②라몬 첸호이제른(스
위스) ③미하엘 마트(오스트리아) ※한국 정동현 27위, 김동우
실격
[남자 슈퍼대회전] ①마티아스 마이어(오스트리아) ②베아
트 포이츠(스위스) ③셰틸 얀스루드(노르웨이) ※한국 김동
우 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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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0㎞ 프리] ①라그닐트 하가(노르웨이) ②샬로테 칼라
(스웨덴) ③마리트 비에르옌(노르웨이)·크리스타 파마코스키(
핀란드) ※한국 이채원 51위, 주혜리 79위
[여자 30㎞ 매스스타트 클래식] ①마리트 비에르옌(노르웨
이) ②크리스타 파마코스키(핀란드) ③스티나 닐손(스웨덴)
[여자 20㎞ 계주] ①노르웨이 ②스웨덴 ③러시아 출신 올림
픽 선수(OAR)
[여자 15㎞ 스키애슬론] ①샬로테 칼라(스웨덴) ②마리트 비
예르옌(노르웨이) ③크리스타 파마코스키(핀란드) ※한국 이채
원 57위
[여자 스프린트 클래식] ①스티나 닐손(스웨덴) ②카스페르
센 팔라마이켄(노르웨이) ③율리야 벨로루코바(러시아 출신 올
림픽 선수) ※한국 주혜리 예선 탈락
[여자 팀 스프린트] ①미국 ②스웨덴 ③노르웨이 ※한국 준
결승 탈락
[남자 30㎞ 스키애슬론] ①시멘 헤그스타드 크뤼게르(노르
웨이) ②마르틴 욘스루드 순드뷔(노르웨이) ③한스 크리스테르
홀룬드(노르웨이) ※한국 김은호 실격
[남자 15㎞ 프리] ①다리오 콜로냐(스위스) ②시멘 헤그스타
드 크뤼게르(노르웨이) ③데니스 스피초프(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한국 김마그너스 45위, 김은호 85위
[남자 40㎞ 계주] ①노르웨이 ②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③프랑스
[남자 50㎞ 매스스타트 클래식] ①이보 니스카넨(핀란드) ②
알렉산더 볼슈노프(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③안드레이 라르
코프(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한국 김마그너스 47위, 김은
호 실격
[남자 스프린트 클래식] ①요하네스 클라에보(노르웨이) ②
페데리코 펠레그리노(이탈리아) ③알렉산더 볼슈노프(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남자 팀 스프린트] ①노르웨이 ②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③프랑스 ※한국 준결승 탈락
◆ 노르딕 복합
[개인 라지힐/10km] ①요하네스 뤼트체크(독일) ②파비안
리슬레(독일) ③에릭 프렌첼(독일) ※한국 박제언 47위
[개인 노멀힐/10km] ①에릭 프렌첼(독일) ②와타베 아키토(
일본) ③루카스 클라퍼(오스트리아) ※한국 박제언 46위
[라지힐/20㎞ 단체전] ①독일 ②노르웨이 ③오스트리아
◆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에어리얼] ①한나 후스코바(벨라루스) ②장신(중국) ③
쿵판위(중국) ※한국 김경은 예선탈락
[여자 모굴] ①페랭 라퐁트(프랑스) ②쥐스탱 뒤퍼 라퐁테(캐
나다) ③율리아 갈리세바(카자흐스탄) ※한국 서정화 14위, 서
지원 예선탈락
[여자 스키 크로스] ①켈시 세라(캐나다) ②브리타니 펠란(캐
나다) ③파니 스미스(스위스)
[여자 스키 하프파이프] ①캐시 샤페(캐나다) ②마리 마르티
노(프랑스) ③브리타 시고니(미국)

[여자 스키 슬로프스타일] ①자라 호플린(스위스) ②마틸드
그레머드(스위스) ③이사벨 앳킨(영국) ※한국 이미현 예선탈락
[남자 에어리얼] ①올렉산드르 아브라멘코(우크라이나) ②자
쭝양(중국) ③일리야 부로프(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남자 모굴] ①미카엘 킹스버리(캐나다) ②맷 그레이엄(호주)
③하라 다이치(일본) ※ 한국 최재우 공동 10위, 김지헌 17위,
서명준 18위
[남자 스키 크로스] ①브래디 리먼(캐나다) ②마르크 비쇼프
베르거(스위스) ③세르게이 리드지크(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남자 스키 하프파이프] ①데이비드 와이즈(미국) ②알렉스
페레이라(미국) ③니코 포티어스(뉴질랜드)
[남자 스키 슬로프스타일] ①외스타인 브라텐(노르웨이) ②
닉 개퍼(미국) ③알렉스 보리유 마샹(캐나다)
◆ 스키점프
[여자 노멀힐] ①마렌 룬드비(노르웨이) ②카타리나 알트하
우스(독일) ③다카나시 사라(일본) ※한국 박규림 예선탈락
[남자 라지힐] ①카밀 스토흐(폴란드) ②안드레아스 벨링거(
독일) ③로베르트 요한손(노르웨이) ※한국 최서우 45위
[남자 노멀힐] ①안드레아스 벨링거(독일) ②요한 안드레 포르
팡(노르웨이) ③로베르트 요한손(노르웨이) ※한국 최서우 41위
[단체전] ①노르웨이 ②독일 ③폴란드 ※한국 12위
◆ 바이애슬론
[혼성계주] ①프랑스 ②노르웨이 ③이탈리아
[남자 10㎞ 스프린트] ①아른트 파이퍼(독일) ②미할 크르츠
마르(체코) ③도미니크 빈디스크(이탈리아) ※한국 티모페이
랍신 16위
[남자 12.5㎞ 추적] ①마르탱 푸르카드(프랑스) ②세바스티안
사무엘손(스웨덴) ③베니딕트 돌(독일) ※한국 티모페이 랍신
22위
[남자 15㎞ 매스스타트] ①마르탱 푸르카드(프랑스) ②지몬
쉠프(독일) ③에밀 헤글 스벤센(노르웨이) ※한국 티모페이 랍
신 25위
[남자 20㎞ 개인경기] ①요하네스 팅에스 뵈(노르웨이) ②자
코프 팍(슬로베니아) ③도미니크 란데르팅거(오스트리아) ※한
국 티모페이 랍신 20위
[남자 30㎞ 계주] ①스웨덴 ②노르웨이 ③독일
[여자 10㎞ 추적] ①로라 달마이어(독일) ②아나스타시야 쿠
즈미나(슬로바키아) ③아나이 베스콩(프랑스) ※한국 안나 프
롤리나 50위
[여자 12.5㎞ 매스스타트] ①아나스타시야 쿠즈미나(슬로바
키아) ②다르야 돔라체바(벨라루스) ③티릴 엑호프(노르웨이)
[여자 15㎞ 개인경기] ①한나 외베리(스웨덴) ②아나스타시
야 쿠즈미나(슬로바키아) ③로라 달마이어(독일) ※한국 예카
테리나 아바쿠모바 16위, 안나 프롤리나 61위, 문지희 78위, 정
주미 86위
[여자 24㎞ 계주] ①벨라루스 ②스웨덴 ③프랑스 ※한국 18위
[여자 7.5㎞ 스프린트] ①로라 달마이어(독일) ②마르테 올스
부(노르웨이) ③베로니카 비트코바(체코) ※한국 안나 프롤리나
32위, 고은정 78위, 문지희 82위,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 87위

◆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①테사 버추-스콧 모이어(캐나다) ②가브리엘
라 파파다키스-기욤 시즈롱(프랑스) ③마이아 시부타니-알렉
스 시부타니(미국) ※한국 민유라-알렉산더 겜린 18위
[여자 싱글] ①알리나 자기토바(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②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③케이틀린
오즈먼드(캐나다) ※한국 최다빈 7위, 김하늘 13위
[남자 싱글] ①하뉴 유즈루(일본) ②우노 쇼마(일본) ③하비
에르 페르난데스(스페인) ※한국 차준환 15위
[페어] ①알리오나 사브첸코-브뤼노 마소(독일) ②쑤이원
징-한충(중국) ③미건 뒤아멜-에릭 래드퍼드 ※한국 김규은감강찬 쇼트프로그램 탈락
[단체전] ①캐나다 ②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③미국 ※한
국 쇼트프로그램9위
◆ 루지
[남자 싱글] ①다비트 글라이셔(오스트리아) ②크리스 매져(
미국) ③요하네스 루트비히(독일) ※한국 임남규 30위
[남자 더블] ①토비아스 벤틀-토비아스 아를트(독일) ②페테
르 펜츠-게오르그 피슐러(오스트리아) ③토니 에게르트-자스
카 베네켄(독일) ※한국 박진용-조정명 9위
[여자 싱글] ①나탈리에 가이젠베르거(독일) ②다야나 아이
트베르거(독일) ③알렉스 고프(캐나다) ※한국 아일렌 프리슈 8
위, 성은령 18위
[팀 계주] ①독일 ②캐나다 ③오스트리아 ※한국 9위
◆ 아이스하키
[남자] ①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②독일 ③캐나다 ※한국
12위
[여자] ①미국 ②캐나다 ③핀란드 ※남북단일팀 코리아 8위

프로경기 · 기타 경기
프로축구
2017년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은 말 그대로 ‘절대 1강’ 전북
현대의 독무대였다.
시즌 개막 전부터 ‘절대 1강’으로 손꼽힌 전북 현대가 독주를
펼치면서 정규리그 36라운드 만에 두 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해 시즌 막판 긴장감은 다소 떨어졌다.
오히려 시즌 막판까지 9위 인천 유나이티드, 10위 전남 드래
곤즈, 11위 상주 상무 세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가야 하는
11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 혈투를 펼친 게 팬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다.
결국 상주가 다득점 원칙에 따라 전남에 밀려 11위가 돼
2018년 시즌 2부리그 강등을 놓고 다투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갔다가 부산 아이파크를 따돌리고 1부리그에 극적으로 잔류
하는 행운을 차지했다.

스포츠

l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