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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리우패럴림픽에참가하는한국장

애인대표팀선수단이개회식을사흘앞두

고선수촌에공식입촌했다

한국 선수단은 5일(한국시간) 리우패럴

림픽선수촌내광장에서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세르비아와 합동 입촌식을 했다

입촌식에는 정재준 선수단장을 비롯해 본

부 임원과 유도 역도 수영 탁구 테니스

등 5개종목 75명의선수단이참석했다

경기가임박한선수들은컨디션조절차

참가하지않았다

흰색 상의 파란색 하의의 공식 트레이

닝 시상복을 입은 선수들은 기수 이하걸

(휠체어테니스)과 정재준 단장을 필두로

브라질 전통 음악에 맞춘 공연단을 따라

광장에들어갔다

대표팀은 리우패럴림픽 올림픽 빌리지

자네스알카인촌장과브라질시각장애인

육상선수출신아드리아산토스의환영사

를받았다 이어태극기를게양했다

정재준 단장은 열암 송정희 선생이 대

한민국이라고 쓴 서예 족자를 선물했으

며 타일로만든사인보드에 We are one

team Korea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이

라고적었다

정 단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자는 의

미라며 선수들이패럴림픽이갖는메시

지를 경기를 통해 표출했으면 좋겠다라

고말했다

한국은 리우패럴림픽에 총 139명(선수

81명 임원 58명)을 파견했으며금메달 11

개 이상 종합순위 12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있다

첫금메달은대회둘째날인 8일사격에

서나올것으로기대된다사격 SH1 R1 남

자 10 공기소총 입사에 출전하는 박진

호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박진호는

2014 독일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금 4 동 1개를

휩쓴세계정상급선수다

9일엔 수영 조기성이 S4 자유형 100m

에서 금빛 물살을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엔유도에서금메달 2개를노린

다 여자 B2 57급 서하나와 남자 B2 81

급 이정민이 주인공이다 두 선수는 비

장애인선수출신으로시각장애유도계에

서무적이라는평가를받는다

11일에는 박진호가 SH1 R3 혼성 10

공기권총 복사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한

다양궁선수들은13일에 골든벨을울린

다 컴파운드오픈혼성 50이억수김미

순조가금메달후보다 14일엔 탁구서수

연이금맥을캔다 수영조기성은이날 S4

자유형 200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한

다 15일엔 사격 P4 혼성 50 권총에서

박철이 금메달을 노린다 16일엔 탁구 남

자 단체 김정길(광주광역시청 실업팀)최

일상김영건이시상대에서애국가를울릴

것으로기대된다

보치아간판정호원은17일금메달에도

전한다 최근 7년간 세계랭킹 1위를 유지

한 그는 유독 패럴림픽에서는 금메달과

인연을맺지못했다 연합뉴스

리우패럴림픽D1경기로모든벽걷어내겠다

5일리우패럴림픽선수촌내광장에서열린한국선수단입촌식에서브라질전통공연단이환영의퍼포먼스를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장애인대표팀선수촌공식입촌81명 출전

金11개목표사격박진호수영조기성다관왕도전

저사람이키(Ki) 맞죠? 4일(한국

시간) 말레이시아 세렘반의 말레이시

아이슬람과학대학교운동장

한국 축구대표팀이 6일(오후 9시)

시리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

선 2차전을 앞두고 전술 훈련에 집중

하는동안운동장주변에는수십명의

말레이시아 축구팬들과 학교 관계자

들이모여신기한듯구경하고있었다

옆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현지 유소

년 클럽 선수들도 철망에 붙어 한국

월드컵축구대표팀을동경어린시선

으로바라봤다 말레이시아현지팬들

의 시선은 TV를 통해서만 봤던 잉글

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들에게

꽂혔다 바로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이청용(크리스털팰리스)이었다현지

언론도한국대표팀의훈련에큰관심

을보이며취재에나섰다

한국의 올드 축구팬들에게는 말레

이시아는 메르데카컵으로 기억된다

당시 이회택 김정남 김호 차범근이

맹활약한 한국 축구는 196070년대

메르데카컵을 휩쓸며 아시아 맹주로

자리매김했다

메르데카컵의향수가짙은말레이

시아사람들의축구사랑은지금도이

어진다

마침내 1시간 30여 분의 훈련이 끝

나자현지팬들은기다렸다는듯휴대

전화 카메라를 켜고 셀카 찍기에 나

섰다 기성용과 이청용은 물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구자철(아우크

스부르크)까지 알아본 팬들은 신나는

듯 사인과 셀카를 요청했다 한 말레

이시아 팬은 한국 취재진에게 기성용

을 가리키며 저 선수가 키(Ki)가 맞

느냐라며물어보기도했다

한국 선수들은 말레이시아 팬들의

사진촬영과사인요청을일일이받아

준 뒤 버스에 올랐고 현지 팬들은 큰

박수로화답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500일을

앞두고 D500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

진다

2018년 2월 9일개막하는평창동계올

림픽의 개막 D500은 오는 27일이다

행사들은 하나 된 열정 이제는 평창이

다라는 공통 슬로건 아래 27일 전후로

열릴예정이다

먼저 7일 서울고척돔구장에서는 대

국민 응원가 프로젝트 힘찬 함성 콘서

트가 열린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

된 응원가 7곡을 최초로 공개하며 울랄

라세션 레드벨벳 등 가수 17개 팀이 참

석한다 8일에는 대회 개막 500일 페스

티벌 케이팝 콘서트가 펼쳐진다 샤이

니와 비스트 원더걸스 등 공연과 한류

드라마체험부스가운영된다

D500 당일인 27일 오후 1시부터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회500 카운트

다운 공식 행사를 연다 기념 공연과 성

공기원응원쇼 한류스타공연등이진

행된다 연합뉴스

말레이서도통하는유럽파인기

500여일 앞둔동계올림픽 이제는평창

내일공식응원가공개

축구대표팀훈련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