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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올림픽
이것이 궁금하다
최고의 스포츠 제전인 여름 올림픽이 영국 런던에서
7월 27일부터 열이레 동안 ‘하나의 삶(Live as One)’이라는 표어 아래
펼쳐진다. 1908년과 1948년에 대회를 개최했던 런던은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세 번 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30회 올림픽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정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올여름 전 세계 스포츠팬의 가슴을 설레게 할
런던 올림픽은 ‘하나의 삶(Live As One)’을 모토로
내건 지구촌 최대 스포츠 제전이다.

오는 7월27일 개막하는 런던올림픽 개최 준비 작업은 사실상 모두 끝나고 팡파르를 울리기 위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영국 내 올림
픽 성화 봉송 이벤트는 5월18일부터 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행사로 펼쳐진다. 사진은 성화봉.

개최국을 벗어나는 성화, 외눈박이 마스코트
본래 올림픽 성화는 개최국 안에서만 봉송 절차가 이뤄진
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이웃 나라인 아일랜드에도 나
흘 동안 성화가 머무른다. 5월 18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
화는 70일간 영국의 1천여 개 도시를 통과하며 1만3천㎞에
달하는 거리를 순회한다. 성화봉은 높이 80㎝, 무게 800g
으로 역대 성화봉 가운데 가장 가볍게 제작됐다. 또한 측면
에는 8천 명의 봉송자를 나타내는 8천 개의 원이 새겨졌다.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얼굴 한가운데 검은 눈이 박혀 있
는 ‘웬록(Wenlock)’이다. 금속성 소재로 된 가상 캐릭터인
웬록은 쿠베르탱 남작이 잉글랜드 중서부의 마을 ‘머치 웬
록’에서 열린 경기를 보고 근대 올림픽을 창안한 것을 기념
해 만들어졌다.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역시
외눈박이인 ‘맨드빌(Mandeville)’이다.
42 201205

(로이터=연합뉴스)

웬록과 맨드빌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림
픽 관련 소식을 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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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육중한 메달과 개성 넘치는 포스터
3위 이내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올림픽 메달은 점점 대
형화하는 추세에 있다. 런던 올림픽의 메달 역시 이전
대회인 베이징 올림픽보다 훨씬 크게 설계됐다. 지난
(EPA=연합뉴스)

해 7월 개막 1년을 앞두고 공개된 메달은 1908년 대
회의 메달보다 지름이 두 배 가까이 길었다. 이번 올림
픽의 메달은 직경이 8.5㎝, 무게가 375〜400g이다.
메달의 앞면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
신 ‘니케’가 형상화돼 있고, 뒷면에는 로고와 템스강,
선수들의 열정 등 런던 올림픽을 나타내는 5가지 요소
가 혼합돼 있다. 메달은 모두 2천100개가 제작된다.
런던 올림픽의 또 다른 특색은 공식 포스터가 12개나
된다는 사실이다. 마틴 크리드, 브리짓 라일리, 레이철
화이트리드 등 런던을 대표하는 작가 12명이 올림픽
과 패럴림픽 포스터를 6개씩 디자인했다. 각각의 포
스터는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의 동그라미, 문구 등을 소재로 삼았다. 포스터

(로이터=연합뉴스)

런던 올림픽의 금메달에는 금 1.34%와 은 92.5%, 구리 6.16%가 들어간다. 메달에
쓰이는 광석은 리오 틴토 사가 미국 유타주와 몽골에서 채광해 제공할 계획이다.

들은 6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런던 페스티
벌 기간에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 전시된다.

(AP=연합뉴스)

런던은 제4회(1908년)와 제14회(1948년) 올림픽을 열어
모두 세 번의 올림픽을 개최한 최초의 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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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메달은 모든 선수의 꿈이고, 런던 올림픽은 그 꿈이 실현되는 곳이다.
런던 올림픽에는 26개 종목에 총 30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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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한
올림픽 공원에서 신명 나는 축제를
즐겨 보자.

(AFP=연합뉴스)

쓰레기 매립장의 화려한 변신, 올림픽 공원
런던 북동부 ‘리 밸리(Lea Valley)’는 악명 높은 장소였다.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이
쌓여 있었고, 하늘에는 전신주와 전선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아름다운 경기장과 생태 공원이 들어선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 육상 경기가 벌어진다. 올림픽 공원의 새로운
건축물은 친환경 공법과 자재로 지어졌다.

‘올림픽 공원’으로 바뀌었다. 2008년부터 ‘부수고 파고 디자인한다(Demolish, Dig, Design)’는 이른바 ‘3D 프로젝트’
에 따라 건물 수백 채가 철거되고, 녹지가 조성된 결과다. 올림픽 공원에는 웅장한 주경기장을 비롯해 곡선미가 인상
적인 사이클 경기장, 수영 경기가 펼쳐지는 아쿠아틱 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선수촌과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몰, 레스토랑이 있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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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올여름 햇살 쏟아지는
런던에서는 스포츠의 매력이
한껏 발산된다.

유일하게 추가된 정식 종목은 ‘여자 복싱’
이번 올림픽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이 정식 종목에

(로이터=연합뉴스)

서 사라지고, 여자 복싱 세 체급이 신설됐다. 그리고
(로이터=연합뉴스)

농구와 핸드볼, 휠체어 농구와 휠체어 럭비 경기를 위해 임시로 지은 ‘배스킷볼 아레나(Basketball Arena)’는 볼록볼록한 외관이 눈길을 끈다.

남자 복싱의 페더급이 제외돼 세부 종목은 302개로
지난 베이징 올림픽과 동일하다. 여자 복싱은 플라이
급(48〜51㎏), 라이트급(57〜60㎏), 미들급(69〜
75㎏)으로 나뉘며 각각 12명이 참가한다. 또한 양궁
에는 총점이 아닌 세트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 도입
된다. 사이클은 남녀 포인트 레이스와 개인 추발, 남
자 메디슨이 빠지고 남녀 옴니엄, 여자 경륜, 단체 스
프린트, 단체 추발이 더해졌다.
런던은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의 심장부임에도 불구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에서는 축구만 부진을 겪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2월 7일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의 티켓이 230만 장 가운데 80만 장만 팔
렸다고 보도했다. 조직위원회는 대륙별 예선이 마무
리되고, 대진 추첨이 이뤄지면 모두 팔릴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한 달 전에 ‘미니 월드컵’으
로 불리는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2)’
가 열려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선수단은 런던 올림픽에서 3회 연속
‘톱 10’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베이징 올림픽에
서 금메달 13개를 수확하며 종합 7위에 올랐던 한국
은 양궁,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수영, 사격 등에서
메달을 따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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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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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AP=연합뉴스)

도심과 역사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올림픽 경기
런던은 수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도시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시내 곳곳에 이색 경기장이 세워진다. 그중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위병 교대식이 이뤄지는 ‘호스 가즈(Horse Guards)’ 광장의 비치발리볼 경기장이다. 영국 왕실의 위엄을 대
변하는 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은 남녀가 모래밭을 뛰어다니는 모습만으로도 흥미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런던 도심의
가장 큰 공원인 하이드 파크(Hyde Park)는 트라이애슬론,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왕립 공원인 그리니치 파크(Greenwich
Park)는 승마 경기의 무대가 된다. 테니스와 축구는 모두 ‘꿈의 구장’에서 진행된다. 테니스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윔블던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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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축구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소유한 웸블리 스타디움, 맨유의 올드 트래퍼드 등에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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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올림픽
한국 ‘10-10 과업’ 이룬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10위 안에 드는 ‘10-10’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0
개, 동메달 8개를 휩쓸어 종합 7위에 올랐다. 2004년 아테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로 종합순위 9위에 오른 한국은
이번 올림픽까지 3회 연속 10위 안에 들어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다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을 방문, 2012년 런던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며 선수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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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개막하는 런던올림픽에서 3회 연속 ‘톱 10’ 수성을 목표로 태극 전사들이 금메달 산실인 태릉 선수촌 등에서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金 10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 목표로 구슬땀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11개 전략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된 종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공식파트너 휠라(FILA)와 공
식후원사 제일모직 빈폴이 후원하는 ‘2012 런던 올림
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단복시연회’가 4월 23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열렸다.

목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인 양궁,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와 최근 들어 성적이 좋아
진 사격, 수영, 역도, 펜싱, 남자기계체조다. 옛 명성을 되찾는 남자 레슬링과 복싱도 집중 지원 대
상으로 뽑혔다. 올림픽 개막 일주일 전인 7월 20일부터 폐막 하루 뒤인 8월13일까지 영국 런던의
브루넬 대학에서 현지 훈련캠프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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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선수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꿈의 무대다. 선수들의 기량과
선전은 경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삶의 영감을 준다.
한국의 최근 6개 올림픽 메달 획득 현황
대회

합계

금

은

동

순위(총메달 순위)

2008 베이징

31

13

10

8

7위(8위)

2004 아테네

30

9

12

9

9위(9위)

2000시드니

28

8

10

10

12위(9위)

1996 애틀란타

27

7

15

5

10위(8위)

1992 바르셀로나

29

12

5

12

7위(7위)

1998 서울

33

12

10

11

4위(6위)

한국선수단 주요 경기일정(한국 시각)
7월 26일 (목)

남자축구 조별리그 사전경기(오후 8시)
개막식(오전 3시 30분)

7월 28일 (토)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결승(오후 4시 15분)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오후 11시)
펜싱 여자 플뢰레 개인 결승(오전 2시)

29일 (일)

수영 남자 400m 자유형(오전 3시 30)
양궁 여자 단체전 준결승 및 결승(오후 11시)
펜싱 남자 사브르 준결승 및 결승(오전 2시)

30일 (월)

사격 남자 10m 공기 소총 결선(오후 5시)
유도 남자-73㎏급(오후 10시)

31일 (화)
8월 1일 (수)
8월 2일 (목)

수영 남자 자유형 200m(오전 3시 30분)
유도 남자- 81㎏급(오후 10시)
체조 여자 단체전 결승(오전 12시 30분)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오전 3시 30분)
양궁 여자 개인(오후 10시)

3일 (금)

양궁 남자 개인(오후 10시)

4일 (토)

역도 남자- 85㎏급(오전 3시)

5일 (일)

사격 남자 50m 권총 결승(오후 5시)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오후 10시)

6일 (월)

체조 남자 도마 결승(오후10시)

7일 (화)

레슬링 남자 - 60㎏급(오전 1시 45분)

9일 (목)

태권도 남자 - 58㎏급(오전 4시)
태권도 여자 - 67㎏급(오전 4시)

11일 (토)

을 꿈꾼다. 배드민턴은 이용대와 정재성이 남자 복식 정상 자리를 노린다. 수영에서는 박태환이 남자 자유형 400m에서 2연

핸드볼 여자 결승(오전 4시 30분)
12일 (일)

패를 노리면서 자유형 200m에서도 새롭게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효자종목인 태권도와 유도는 강국다운 자존심을 지킨
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역도에서는 사재혁과 장미란이, 사격에서는 진종오가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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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남자 - 80㎏ 초과급(오전 4시)
리듬체조 개인 종합 결승(오후 9시 30분)

양궁과 배드민턴이 ‘10-10’ 사수를 위한 핵심 종목으로 꼽힌다. 양궁에서 한국은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 등 4개 전 종목 석권

태권도 여자- 67㎏ 초과급(오전 4시)
마라톤 남자(오후 7시)

13일 (월)

폐막식(오후 3시 30분)

한국인 첫 올림픽 개인전 종목 2연패를 노리는 수영 박태환(위)과 올림픽 결전 진출을
목표로 하루 8시간 강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리듬체조 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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