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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루 올

림픽 개막이 50일 앞

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국가대표선

수들의훈련장분위기

도뜨겁게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리우 올림픽은 8월5일 개막해 8월

21일까지 28개 종목 306개 세부 종목에

걸쳐펼쳐진다

200여 개 나라에서 1만여 명 이상의 선

수들이참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우

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종

합순위 10위 이내에 든다는 1010 목표

를세우고있다

우리나라가 하계 올림픽에서 1010을

처음달성한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당시한국은금메달 12개로종합 4위에올

랐다이후 1992년바르셀로나대회에서도

금메달 12개로 7위의 성적을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내

종합 7위를 기록했다 1996년 애틀랜타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에서는 금

메달 10개를채우지못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금메달 13개

로종합5위의눈부신성과를내며역대외

국에서열린하계올림픽사상최고의성적

을거뒀다

리우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태릉과

진천 선수촌의 분위기도 완전한 올림픽

모드로바뀌었다

우선 이달 초 농협중앙회가 태릉선수촌

을방문해대표선수들을격려한것을시작

으로 10일 정몽규 선수단장 14일에는 김

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이

차례로국가대표선수단을격려방문했다

대회 개막 51일을 앞둔 15일 태릉선수

촌에는 12개 종목 진천선수촌에는 10개

종목국가대표선수들이맹훈련을이어가

고있다

태릉에는 메달 유망 종목인 유도와 태

권도 펜싱 배드민턴 선수들이훈련중이

고오후에는핸드볼과레슬링선수단이입

촌했다

지난 14일유럽전지훈련에서돌아온여

자 핸드볼 대표팀은 이달 말 열리는 일본

대표팀과평가전및리우올림픽을준비할

예정이다 또 이달 초 국가대표 선발전을

끝낸레슬링대표팀도본격적인올림픽메

달사냥을위한훈련을시작한다

진천선수촌에도메달종목인사격을비

롯해수영 배구등대표선수들이구슬땀

을흘리고있다

4년전런던올림픽에선수245명을파견

한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 210명

정도(임원 116명 예상)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현재최종예선이진행중인여자농구를

비롯해육상 복싱 체조 골프등에서아직

선수단규모에변화가능성이남아있지만

1984년로스앤젤레스올림픽이후하계대

회로는최소규모가될가능성이크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에 한국은

21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최근에는

2004년 아테네와 2008년 베이징 대회에

267명이 출전했고 2012년 런던 대회에는

245명이 참가한바있다 우리 선수단은 7

월 19일결단식을하고선수단본단은 7월

27일전세기를타고리우로출발한다

연합뉴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메달이 공개

됐다

토마스 바흐(63독일) 국제올림픽위

원회(IO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브

라질바하의올림픽파크에서열린메달

공개행사에참석해 오늘이행사로남

미대륙최초의올림픽은사실상파이널

카운트다운에돌입했다고의미를부여

했다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조직위

원회가 공개한 메달은 친환경 방식으로

만들어진것이특징이다

총 812개가 제작된 금메달은 채광 단

계부터메달제작까지수은을일절사용

하지 않았고 은메달과 동메달에는 약

30%씩 재활용 소재를 활용했다 또 선

수 목에 걸리는 메달 리본은 재활용 플

라스틱병을소재로제작했다

리우올림픽을위해총 2488개의메달

이만들어졌으며금 은메달이각각 812

개씩 제작됐고 동메달은 864개가 준비

됐다 무게는 금 은 동메달 모두 500g

이다 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369397g보다 무겁지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531g보다는 가벼워진 것

이다 런던 올림픽이 역대 하계 대회 사

상가장무거운메달이었기때문에이번

대회메달은하계대회로만따지면역대

최중량이다

IOC 규정에따르면올림픽메달은지

름 60 이상 두께 3 이상이어야 하

고 금메달은 은으로 만들되 최소 6g의

순금이 들어가야 한다 또 이번 대회 메

달은사상최초로가운데부분이가장자

리보다더두껍게제작됐다

메달앞쪽은올림픽메달전통을따라

그리스신화에나오는승리의여신니케

와초대올림픽이열린그리스의파나티

나이코경기장 아크로폴리스광장등이

새겨졌다 뒷면은 리우 올림픽 로고와

오륜기 모양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디자

인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메달 뒷면

에는 대회 로고 외에도 템스강 등 다섯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의 복합 이미지가

새겨졌다

리우 올림픽 조직위는올림픽메달과

함께 대회 공식 슬로건과 패럴림픽 메

달 대회 시상대 시상식 자원봉사자 유

니폼등도함께공개했다

대회 공식 슬로건으로는 새로운 세

상을 뜻하는 뉴 월드(New World)가

선정됐다 대회조직위관계자는 더좋

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표현했

다고설명했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메달 수은없이만들었어요

金10개10위 목표

태릉진천서맹훈련

앞면

그리스신화승리의여신니케

뒷면

리우올림픽로고와오륜기모양

IOC 메달공개2488개제작

리우 올림픽 D50

2016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하계올림픽개막을50일가량앞둔 15일서울노원구태릉선수촌에서훈련중인한선수의얼굴에땀방울이맺혀있다 연합뉴스

이땀방울

메달로맺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