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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단거리에 새로운 여왕이 탄생했

다 그 주인공은 일레인 톰프슨(24자메

이카)이다

톰프슨은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올림픽 주 경기장

에서열린리우올림픽여자 200m 결승전

에서 21초78로우승했다

나흘 전 여자 100m에서 우승하며 깜

짝 스타로 발돋움한 톰프슨은 이제 여

왕으로 등극했다 여자 100m 200m 동

시 석권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그리피

스조이너(미국)에이후 28년만이다

리우올림픽개막전까지만해도톰프슨

은 세계는 물론 자메이카에서도 주목을

받지못했다 불과 5년전인 2011년 톰프

슨은 성적 부진으로 고교 육상부에서 쫓

겨났다 당시 19살이던 그의 100m 최고

기록은 12초01 육상단거리강국자메이

카에서는경쟁력이없어보였다

톰프슨은 리우올림픽 여자 100m 결승

전에서10초71을기록하며금메달을목에

걸었다 자메이카 대표팀 선배인 셸리 앤

프레이저 프라이스(3010초86)를 제쳤

다톰프슨의우상인프라이스는올림픽3

연패에 도전했지만 무명에 가깝던 후배

한테밀려동메달을획득하는데그쳤다

나흘 뒤 200m 결승전우승 후보는 다

프네 스히퍼르스(24네덜란드)였다 하

지만 이번에도 금메달의 주인공은 톰프

슨이었다 연합뉴스

우사인볼트(30자메이카)가 올림픽남

자 200m 3연패에큰걸음을내디뎠다

볼트는18일(이하한국시간)리우올림픽

남자준결승2조경기에서19초78로전체1

위를차지해결승행티켓을손에넣었다

볼트는 15일 100m결승에서 9초81로우

승하며 사상 첫 올림픽 100m 3연패를 달

성했다 올림픽 200m에서는 볼트 외에 2

연패를 달성한 선수도 없다 이미 역사상

가장뛰어난스프린터로자리매김한볼트

는이제 불멸의기록에도전한다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

서 100m 200m 400m 계주를 석권한 볼

트는 리우에서도 3관왕을 노린다 200m

우승은두번째과제다 우승확률은매우

높다 19초19의 200m 세계기록보유자인

볼트는 2008년 19초30으로 우승했고

2012년 19초32로정상에올랐다

리우올림픽전까지볼트의시즌개인최

고 기록은 19초89였다 그러나 속도를 조

금 높인 준결승에서 19초78로 올 시즌 개

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200m 3연패 가

능성을더키웠다 200m결승은 19일오전

10시 30분에열린다 연합뉴스

육상단거리 DNA 자메이카

톰프슨女 200m 새 여왕등극100m 이어 2관왕

자메이카우사인볼트(30가운데)가 1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마라카낭올림픽주경기장에서열린남자 200m 준결승에서 1위로골인

한뒤2위앙드레드그라세(왼쪽) 를향해익살스러운표정을짓고있다 연합뉴스

이길줄알았지?

볼트 올림픽 3연속 3관왕번개친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전 상대인

독일과브라질이2016 리우데자네이루올

림픽남자축구결승전에서다시만난다

브라질은 18일 온두라스와의 준결승에

서멀티골활약을펼친네이마르(바르셀로

나)의활약을앞세워60으로승리했다

브라질이 선제골을 넣는 데는 14초밖

에걸리지않았다 온두라스진영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볼을 빼앗은 네이마르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슈팅했다 네이

마르의 발끝을 떠난 볼은 온두라스 골키

퍼 루이스 로페스의 몸을 맞고 튀어나왔

지만 다시네이마르의다리에맞고골대

로굴러들어갔다

경기가시작하자마자브라질이선제골을

넣자온두라스입장에선한국과의 8강전에

서보인침대축구를할기회를잃었다

브라질은 전반 26분과 전반 36분 차세

대 공격수인 가브리에우 제주스가 잇따

라 골을 넣으면서 30으로 전반을 마쳤

다 후반에도브라질의공세는계속됐다

브라질은후반시작 6분만에마르키뉴스

의골로스코어를 40으로벌리며사실상

승부를결정지었다

후반 34분에는루앙의골로 1점을추가

한 브라질은 후반 추가시간에 얻어낸 페

널티킥을 네이마르가 성공시키면서 60

으로 2회연속결승에진출했다

독일과나이지리아의4강전에선독일이

20으로 이겼다 독일은 전반 9분 루카스

클로스터만의선제골에이어후반 44분닐

스페터젠의마무리로추가골을성공시키

면서 20으로경기를끝냈다 브라질과독

일은20일금메달을놓고대결한다

2014년월드컵준결승에선독일이브라

질을 71로 대파했다 미네이랑의 악몽

으로 불리는 이 경기는 브라질 축구사 최

대의 치욕으로 기억된다 부상 때문에 당

시경기에나서지못한네이마르는와일드

카드로올림픽에서설욕기회를얻었다

월드컵에서 5차례 우승한 브라질은 올

림픽에서는 3차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

두은메달에그쳤다 독일은올림픽결승

진출이처음이다 연합뉴스

네이마르 14초 골온두라스침대봉쇄

브라질 독일과축구결승전월드컵참패설욕기회

오늘오전 10시30분 200m 결승

내일 400m 계주 불멸의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