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 21일 목요일 제20166호 ��
스포츠

농구가올림픽 정식종목에들어온것

은 1936년베를린올림픽이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시

범종목으로처음채택돼미국클럽팀들

이경기를펼친지 32년만이었다 1936년

대회 때는 남자 종목에 금메달 1개만이

걸려있었다 여자부경기는 1976년몬트

리올대회에서정식종목이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92년 바

르셀로나 대회부터 프로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면서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하던

올림픽농구에도마이클조던등미국프

로농구(NBA) 스타들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드림팀을 꾸린 미국 남자팀은 1992

년부터 6차례 대회 중 2004년을 제외하

고 5개의금메달을목에걸었다 2012년

런던대회 조별리그 나이지리아전에서

는 15673으로 승리 올림픽 한 경기 최

다득점기록을갈아치웠다 미국여자팀

은 1992년바르셀로나대회구소련과의

준결승전패배후올림픽본선에서 41연

승을 거두고 있으며 1996년부터 금메달

5개를싹쓸이했다

미국 남자대표팀은전체 올림픽금메

달 18개 중 14개 여자 대표팀은 금메달

10개 중 7개를 차지할 정도로 독주체제

를구축했다

미국을제외하고금메달을땄던나라

는 구 소련(독립국가연합) 유고슬라비

아 아르헨티나 정도다 2016 리우 올림

픽 역시 미국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리우올림픽 예비 선수명단에

는 NBA 지난 시즌 최우수선수(MVP)

스테픈커리(골든스테이트) 킹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를 비롯해 러셀 웨

스트브룩(오클라호마시티) 제임스 하

든(휴스턴) 지미 버틀러(시카고) 등 스

타선수들이대거포함됐다

한국 농구는 1984년 로스젤레스올림

픽에서 박찬숙 김영희 성정아 김화순

을 주축으로한 여자대표팀이 은메달을

목에건바있다 이후 2000년시드니올

림픽에서 전주원 정선민 정은순 등의

선수진으로 4위를 차지하며 재기를 노

렸다그러나 2012년런던올림픽에서는

남녀모두예선에서탈락의고배를마셨

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을앞두고도한국

농구에는여전히먹구름이끼어있다 남

자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8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

회에서 6위에 그치면서 이미 예선 탈락

이 확정됐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를

마지막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

하고있는한국남자대표팀은최근귀화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중동세에

밀려아시아무대에서도기를펴지못하

고있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해 9월 중국 후베

이성 우한에서 열린 FIBA 아시아선수

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여자 대표팀은

6월 열리는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본선

행티켓을기대하고있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 종목 농구

男예선탈락女 8년만의본선티켓노린다

김단비(26)는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

하는포워드가운데한명이다

키 180의 당당한 체격에 돌파 능력

과 외곽 능력을 두루 갖춰 소속팀인 인

천 신한은행에서는 물론 국가대표에서

도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다 2014년 인

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주역인 김단비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국가

대표로활약했으며 2010년 체코에서열

린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한국이 8강에

오르는데앞장섰다 그러나아직올림픽

과는인연을맺지못했다

한국 여자농구가 마지막으로 올림픽

에나갔던2008년베이징대회에는국가

대표에발탁되지못했고 2012년 런던올

림픽에는 우리나라가 출전하지 못했다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당시김단비는

부상치료및재활때문에최종예선에도

출전하지못해아쉬움이더컸다

우리나라 여자농구는 올해 6월에 열

리는최종예선을통과해야 2008년 베이

징대회이후 8년만에올림픽무대에복

귀할 수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아

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더라면 올

림픽 본선 티켓을 따낼 수 있었지만 일

본 중국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올림픽

최종예선에는 대륙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12개 나라가출전하며상위 5위안

에 들어야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얻는

다

생애첫올림픽출전에도전하는김단

비는 최종예선 대회에서 잘해야 본선

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올림픽에

대한 느낌이나 각오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특히유럽이나남미등신체

적조건이더뛰어난선수들과경쟁해야

하는어려움이있겠지만최선을다해좋

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

다 연합뉴스

여자팀6월프랑스서최종예선

12개국중 5위들어야본선행

리우올림픽 기대주

농구 김단비

한국여자대표포워드

체코세계선수권 8강 주역

한국 메달가뭄에 단비 될까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0삼성증권

후원)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천

400만 호주달러) 남자복식도 1회전에서

탈락했다

정현은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

회 사흘째 남자복식 1회전에 라두 알보트

(몰도바)와한조로출전했으나파블로안

두하르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이상 스페

인) 조에 12(63 36 46)로역전패했다

이틀 전 단식 1회전에서 노바크 조코비

치(1위세르비아)에게 03(36 26 46)

로 패한 정현은이로써시즌첫메이저대

회인 호주오픈을 마무리했다 정현은 2월

1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남

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소피아오픈(총

상금 46만3천520 유로)에 출전할 예정이

다

남자단식에서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

더러(3위스위스)가 32강에 안착했다 페

더러는 알렉산드르 돌고폴로프(35위우

크라이나)와 2회전에서 30(63 75 61)

으로 완승 호주오픈 17년 연속 3회전 진

출 행진을 이어갔다 페더러는 2000년 호

주오픈에처음출전한이래해마다최소한

3회전진출이상의성적을냈다

여자단식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1위

미국)와 마리야 샤라포바(5위러시아)가

나란히 32강에 올랐다 세리나 윌리엄스

는 셰쑤웨이(90위대만)를 20(61 62)

으로 샤라포바는 알리악산드라 사스노비

치(105위벨라루스)를 역시 20(62 61)

으로가볍게따돌렸다

윌리엄스는 다리야 카사트키나(69위

러시아) 샤라포바는 로렌 데이비스(103

위미국)와 16강진출을다투게됐다

연합뉴스

정현 호주오픈복식도 1회전 탈락

페더러세리나샤라포바 32강 진입



세리나윌리엄스(미국)가 20일호주멜버

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1회전에서 셰쑤웨

이(대만)를상대로리턴샷을날리고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