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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질주 트랙 사이클 경

기용자전거에는브레이크가없다 오직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만이 살 길이다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희비가 교차하

기때문이다

사이클은속도와기술 힘과지구력이

응집된종목이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

는크게 4가지종류의사이클경기를볼

수 있다 타원형의 전용 실내경기장인

벨로드롬에서 열리는 트랙 사이클 도

로 위에서 경주하는 도로 사이클 산악

지형에서 펼치는 MTB(산악자전거) 장

애물 코스를 달리는 BMX(묘기자전거)

에총 18개의금메달이걸려있다

이가운데트랙과도로경기는 1896년

제1회 아테네 대회부터 올림픽을 지켜

온 터줏대감이다 특히 트랙 경기에서

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짜릿한 속도전

을볼수있다 기어는 1개뿐이고브레이

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작은

속도방향 전환만 일어나도 충돌 사고

가일어날수있다

트랙경기는스프린트 단체스프린트

단체추발 경륜 옴니엄 등 5개의 세부

종목으로 다시 나뉜다 남녀 경기를 합

해총 10개의금메달이걸려있다

스프린트는 지략과 스피드 대결을 동

시에 볼 수 있는 경기다 2명의 선수가

250m 트랙 3바퀴(750m)를 돌지만초반

에는 누가 느리게 달리나를 겨루듯 눈

치 싸움을 벌인다 그러다가 점차 속도

를내고 마지막 200m 구간에서는비축

해둔 힘을 폭발해 전력 질주를 한다 마

지막에결승선을먼저통과한선수가이

긴다

단체스프린트는 남자는 3명이 트랙 3

바퀴를 여자는 2명이 트랙 2바퀴를 도

는데 한 바퀴를돌 때마다 선두 주자가

퇴피한다

단체추발은 4명 한 팀을 구성해 4000

m를 도는 경기로 반대편에서 출발한

상대팀을따라잡으면트랙을마저돌필

요없이승리하게된다트랙 6바퀴를도

는경륜은오토바이를따라서속도를끌

어올리던선수들이 25바퀴를남기고오

토바이가 퇴장하면 속도전을 벌이는 경

기다

옴니엄은 사이클종합경기다 1바퀴

플라잉 타임트라이얼 포인트 경기 제

외 경기 개인추발 스크래치 1 타임

트라이얼등 6가지종목을모두치러가

장많은포인트를획득한선수가이기는

방식이다 도로경기는개인도로와도로

독주로나뉜다 개인도로는모든참가자

가한번에출발 가장먼저결승선을통

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다 남자는

2415 여자는 141를 달리는 극한

대결이다 도로독주는 90초간격으로한

명씩출발 가장짧은시간내구간을통

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다 남자는

545 여자는 298에서 자신과의싸

움을벌인다

사이클 최강국은 영국이다 영국은

2012년런던올림픽에서트랙에걸린 10

개의 금메달 중 7개를 휩쓸었다 MTB

강국으로는 프랑스가 꼽히는 등사이클

은주로유럽권에서강세를나타낸다

한국 사이클은아직올림픽에서 메달

을 딴 적이 없다 조호성(42) 국가대표

트랙 감독이 선수 시절 2000년 시드니

올림픽 40 포인트레이스에서 4위를

차지한것이가장높은자리였다 <끝>

연합뉴스

노메달 이젠 끝내자리우로전력질주
리우올림픽 종목 사이클

한국사이클이올림픽첫메달획득에

도전한다

사이클은올림픽에서총 18개의 금메

달이걸린 메달밭 중 하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한차례도시상대에오르지못

했다 메달 기대주는 있었다 현 국가대

표 감독인 한국 사이클의 전설 조호성

(42)이다 하지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포인트레이스 4위 2012년 런던 올림픽

옴니엄 11위를기록해메달의꿈은이룰

수없었다

도전은 계속된다 조호성 감독이 리

우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가리라고 감히

예상한다고 믿음을 보내는 새로운 유

망주가나타났다 트랙옴니엄국가대표

로뛰는박상훈(23서울시청)이다박상

훈은 2010년도 세계트랙주니어선수권

대회 개인추발에서금메달을 목에 걸며

주목을받았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서는단체추발에출전해은메달을합작

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트랙선수권 개

인추발 1위호주국제트랙대회및중국

트랙컵 대회에서 옴니엄 1위를 차지하

며물오른기량을발휘했다

그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표팀은 약 1

년 전 올림픽 메달을 염두에 두고 박상

훈에게 옴니엄으로 종목을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옴니엄은 사이클 종합경기

다 순발력 다양한 사이클 기술을 두루

갖춘 선수가유리한종목으로관계자들

은기량과경기력만보면박상훈이세계

정상급선수못지않다고평가한다

문제는경험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

조호성 감독이 박상훈의 전담 지도자로

나섰다 또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경

륜은메달리스트인영국출신로스에드

가가국가대표트랙코치로기용됐다

또 하나 난관은 부상이다 박상훈은

20152016년 국제사이클연맹(UCI) 트

랙월드컵 시리즈 12차전에서 남자 옴

니엄 1위를 달리다가 이달 중순 홍콩에

서열린 3차전경기중낙차사고를당했

다 이 사고로 다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고해당대회를기권해랭킹도하락

했다연맹관계자는 다행히부상이경

미하다치료후 3월영국에서열리는세

계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출전을 확정

할계획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시드니올림픽 4위 조호성대표팀지휘봉잡아

리우올림픽 기대주

사이클 박상훈

한국 첫메달권진입위해종목도바꿨다

인천아시안게임단체추발銀

3월 세계선수권서출전확정

봅슬레이의 원윤종(31강원도청)서영

우(25경기도BS경기연맹)가 월드컵 대회

에서사상처음으로세계정상에올랐다

원윤종서영우는 지난 23일(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 휘슬러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20152016시즌 월드컵 5차 대회에서 1 2

차 시기 합계 1분43초41의 기록으로 금메

달을목에걸었다 한국은물론아시아출

신이봅슬레이월드컵에서금메달을딴것

은이번이처음이다

한국 팀과 똑같은 1분43초41을 기록한

스위스 팀이 공동 1위 한국스위스 팀에

001초뒤진러시아팀이 3위에올랐다

원윤종서영우는 이번 금메달 획득으

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한국 봅슬레이

역사의한페이지를새로썼다불과몇년

전까지썰매불모지나다름없던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난 셈이다 원윤종서영우는

100년 전통을자랑하는유럽과북미국가

선수들을 제치고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

에섰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맬컴

로이드(68영국) 코치의 유가족은 경기장

을 직접 찾아와 한국 대표팀을 응원했다

원윤종서영우는 금메달로 이들의 응원

에보답했고 금메달을확정지은순간하

늘을향해세리머니를펼치며로이드코치

를 추모했다 두 선수는 시상대에서 유가

족과 함께 금메달 획득의 기쁨을 만끽했

다

앞서 원윤종서영우는 올 시즌 월드컵

1 2 4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 3차 대

회에서는 6위를차지했다 두 선수는 2018

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노린다 썰

매는다른어느종목이상으로트랙에대한

선수들의적응도가성적에큰영향을미친

다 원윤종서영우가 현재의 상승세를 잘

이어가면서다음달완공되는평창트랙에

서반복훈련을하면 올림픽금메달의꿈

도실현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스켈레톤의 윤성빈(23한국체대)은 동

메달을 땄다 윤성빈은 24일 월드컵 6차

대회에서1 2차시기합계 1분45초24의기

록으로동메달을목에걸었다 1차 시기에

서 52초75로 4위에 오른 윤성빈은 2차 시

기에서 52초49로기록을단축해전체26명

의 선수 중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윤성빈은 올 시즌 월드컵에서 다섯 대회

연속메달을획득했다

1차대회에서 12위에오른그는2차에서

4위를 차지해 5위까지 주는 메달을 목에

걸었다 3차 대회에서동메달 45차 대회

에서연속은메달을수확했다 연합뉴스

한국봅슬레이첫정상평창희망보인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5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원윤종(왼쪽) 서

영우(오른쪽)가최근갑작스럽게세상을떠난맬컴로이드코치의부인과함께기념촬

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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