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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영웅들의 명언 
 

■ 파보 누루미 

 
“마음이 모든 것이다. 고무 같은 근육들까지도. 내가 나인 것은 모두 

마음 때문이다.” 

 
- 핀란드의 육상 선수. 1920년 제7회 안트워프 올림픽 대회에서 세 개

의 금메달을 땄고, 1924년 제8회 파리 대회에서 다섯 개 종목에 출전

해 전 종목에서 우승하였다. 또한 1928년 제9회 런던 대회에서 한 개

의 금메달을 추가한 그는 모두 아홉 개의 금메달과 세 개의 은메달을 

획득하여 육상 장거리 선수들의 우상이 되었다. 

 

 

 

 

■ 제시 오웬스 
 
“우리는 모두 꿈이 있다. 그러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두려운 

결심, 헌신, 훈련,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 미국의 흑인 육상 선수. 1936년 제 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 100미

터, 200 미터, 400 미터 계주, 넓이뛰기의 네 종목에서 우승하여 4 관왕

이 되어, 당시 유태인과 흑인의 참가를 차별하였던 독일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 이블린 애시퍼드 
 

 
“내가 지닌 근육은 모두 고된 훈련의 소산이다.” 

 

- 미국의 육상 선수. 다섯 차례나 올림픽 팀에 뽑힌 그는 동독의 여

자 선수들이 단거리 종목을 석권하고 있을 무렵 미국에 금메달을 되

찾아 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칠 줄 모르고 연습하여 1984 년에

는 100 미터에서, 1984·1988·1992 년에는 400 미터 계주에서 금메달

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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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마 루돌프 
 
”어머니는 나에게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그 첫 번째는 목발 없이도 걷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 미국의 육상 선수. 네 살 때 성홍열과 소아마비에 폐렴까지 앓은 그

는 그 후유증으로 여섯 살에 왼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각고의 노력 끝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그는 중학

교 때 농구 선수가 되었다가 육상 선수로 전향하였다. 열 여섯 살 때인 

1956 년 미국 육상 대표로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 400 미터 계주에서 

동메달을 땄고, 1960 년 제 17 회 로마 올림픽에서는 100 미터, 200 미터, 

400 미터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페기 플레밍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스포츠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스포츠를 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 

 
-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1968 년 프랑스 그레노블에서 열린 제

10 회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여자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땄다. 그

는 연 5 회 미국 챔피언이었으며, 연 3 회 국제 선수권을 독차지했다. 

 

 

 

 
 
■ 아베베 비킬라 
 

 
“나는 남과 경쟁하여 이긴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

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마라톤은 대단히 고된 운동이기 때

문에 숨은 턱에 차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뛴다. 때로는 몸이 너무 무

거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컨디션을 가다듬

어 평소처럼 뛰어야 한다. 나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

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연결되었다.” 
 

- 이디오피아의 육상 선수. 황제 친위대 하사관으로 1960 년 제 17

회 로마 올림픽 대회 마라톤에서 맨발로 달려 우승함으로써 ‘맨발의 

왕자’라 불리었다. 1964 년 도쿄에서 열린 제 18 회 올림픽 대회에서도 2 시간 12 분 11 초 2 라

는 당시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하여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마라톤 2 연패를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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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스피츠 
 
”나는 최선을 다하려 애썼다. 나는 내일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오늘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 미국의 수영 선수. 1968 년 제 19 회 멕시코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두 개를 땄고, 1972 년 뮌헨 올림픽에서 자신이 참가한 

일곱 개 전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해 

올림픽 통산 최다 아홉 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네 명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나머지 세 명의 선수는 핀란드의 파보 

누르미(1920~1928·육상), 소련의 라리사 라티니나(1956~1964·체조), 미국의 칼 루이스

(1984~1996·육상)다. 올림픽 한 대회 최다관왕인 스피츠는 역대 최다 세계 신기록 경신 기록

(스물 여섯 번)도 보유하고 있다. 

 

 

■ 브루스 제너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려면 오직 열심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승리

하지 못할 것이다.”  

 

- 미국의 10 종 경기 선수. 1976 년 제 21 회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 10

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나디아 코마네치 
 

 

“고된 훈력 덕분에 쉬웠다. 그게 나의 비결이다. 그래서 나

는 승리했다.” 

 
-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 1975 년 유럽 선수권에서 체조사상 

처음으로 10 점 만점을 받은 뒤, 1976 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서 10 점 만점을 여섯 차례나 기록하며 3 관왕에 올라 체조 

요정의 대명사가 되었다. 1980 년 제 22 회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에서는 2 관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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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찬 코 
 
“모든 압박감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것을 활용하여 뭔가

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에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다.”  

 
- 영국의 육상 선수. 1980 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 년 로

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남자 1500 미터를 2 연패하였고, 각종 

대회에서 800 미터와 1 마일, 1500 미터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

을 무려 40 여 차례나 경신하였다. 

 

 

 

 

■ 매트 비욘디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비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관해서는별로 강조

하지 않는다. 여행을 즐기고, 매 순간을 즐기고, 승리와 

패배를 걱정하지 마라.” 

 

- 미국의 수영 선수. 1988 년 서울 올림픽 대회 남자 수영에서 다섯 개의 금메달을 차지하였

다. 

 

 

■ 에밀 자토펙 
 

 

“한 번의 훈련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을 채찍질하

며 수백, 수천 번 훈련했을 때,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발전이 일어

날 것이다. 비가 온다고? 그건 문제가 안 된다. 피곤하다고? 그 또

한 문제가 안 된다. 의지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 체코의 육상 선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기관차’ 

에밀 쟈토벡은 1948 년 제 14 회 런던 올림픽 대회 1 만 미터에서 

우승하고 5000 미터에서도 2 위를 차지하며 중장거리의 강자로 혜

성과 같이 등장했으며, 1952 년 제 15 회 헬싱키 올림픽 대회에서 5000 미터, 1 만 미터, 마라톤 

등 세 종목을 모두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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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그 루가니스 
 

 

“두려움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커다

란 위험을 무릅쓴다면 당신은 큰 보수를 얻게 될 것이다.” 

 

- 미국의 다이빙 선수. 1984 년 제 23 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에 이어 1988 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도 스프링보드·하

이보드 다이빙 두 종목에서 연속 우승하였다. 특히 서울 올림

픽에서는 3 미터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뒤로 도는 연기를 하다 머리를 보드에 부딪혀 피를 흘렸

으나, 약물 규정 때문에 마취제도 쓰지 않고 상처를 네 바늘 꿰맨 뒤 다이빙을 해 2 관왕에 올

랐다. 

 

 

■ 플로렌스 그리피스-조이너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집중력을 키우고, 끊

임없이 연습하며, 꿈(목표)을 가져야 한다.” 

 

- 미국의 육상 선수.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올림픽 대회 

육상 여자 100 미터, 200 미터, 400 미터 계주에서 우승하였고, 1600

미터에서는 2 위를 하였다. 이 때 세운 100 미터 기록과 200 미터 

기록은 지금까지도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 있다. 육상 실력 못지 않

은 빼어난 미모와 패션 감각으로 ‘트랙의 패션 모델’로 불리기도 하

였다. 

 

 

■ 칼 루이스 
 

“인간은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상승 에너지가 솟구친다. 만약 

경쟁 상대가 없다면 기록은 퇴화될지도 모른다.”  

 

- 미국의 육상 선수. 1984 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의 4

관왕을 시작으로 서울·바르셀로나·애틀랜타 대회에 이르기까지 

4 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여 아홉 개의 금메달을 따 ‘살아 있

는 전설’로 불린다. 육상계를 뛰어넘어 1999 년 IOC 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 의해 ‘20 세

기 최고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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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에번스 

 

 

“나는 올림픽에 처음 참가해서 출발대 위에 섰을 때, 재미있었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 재미를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 미국의 수영 선수.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3관왕의 위업을 이

루면서 수영 슈퍼스타로 등극하였으며, 이어 1992 년 제 25 회 바

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도 자유형 800 미터에서 우승을 차지하

면서 개인 통산 4 관왕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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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リンピックの英雄達の名言 
 

■パーボヌルミ 

 

“心がすべてのものだ。ゴムみたいな筋肉たちまでも。私が私であること

は全て心のためだ。”“ 

 

-フィンランドの陸上選手。1920年第7回アントウォプオリンピック大会で

三つの金メダルを取ったし、1924年第8回パリ大会で五つ種目に出場して

全ての種目で優勝した。また 1928年第9回ロンドン大会で一つの金メダル

を追加した彼は全部九個の金メダルと三つの銀メダルを獲得して陸上長

距離選手たちの偶像になった。 

 

 

 

 

■ゼーシオウェンス 

 
“私たちは皆夢がある。しかし夢を現実化させるためには恐ろしい決心・

献身・訓練そして努力が必要だ。” 

 

-アメリカの黒人陸上選手。1936 年第 11回ベルリンオリンピック大会 100

メートル、200 メートル、400 メートルリレー、幅跳びの 4 種目で優勝し

て 4 冠王になって当時ユダヤ人と黒人の参加を差別したドイツを戸惑う

ようにした。 

 

 

 

 

■イブルリンエシポド 

 

 
“私の持った筋肉は皆つらい訓練の産物だ。” 
 

-アメリカの陸上選手。五回もオリンピックチームに選ばれた彼は東ドイ

ツの女選手たちが短距離種目を席巻している頃アメリカに金メダルを取

り戻してくれるという目標を設定して疲れなくて練習して 1984 年には

100 メートルで、1984·1988·1992 年には 400 メートルリレーで金メダル

を取った。 

 

 

 

 

 



韓国通信 2008 年 8月 第 2週 

http://www.k-kankyo.co.jp 

■ウィルマルドルフ 

 
”お母さんは私にとても早くからこのように教えてくれました。私が願う

ことは何でも成すことができると。その一番目は杖なしも歩くことができ

るというのだった。” 
 
-アメリカの陸上選手。四歳の時の小児麻痺に肺炎まで病んだ彼はその後遺

症で六歳に左側足を使う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家族たちの献身的な面倒

と刻苦の努力の末に一人で歩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彼は中学校の時

バスケットボール選手になってから陸上選手に転向した。十六歳の時の

1956 年アメリカ陸上代表でメールボルンオリンピックに出場して 400 メ

ートルリレーで銅メダルを取ったし、1960 年第 17 回ローマオリンピック

では 100 メートル、200 メートル、400 メートルリレーから世界新記録で金

メダルを獲った。 

 

 

■ペギフレミング 

 

 
“何より重要なことは自分のスポーツを愛するのだ。他人を嬉しくして

くれるためにスポーツをしてはいけないし、スポーツを自分の物で思わ

なければならない。” 
 
-アメリカのフィギュアスケーティング選手。1968 年フランスグルノー

ブルで開かれた第 10 回冬季オリンピック大会で女フィギュアスケーテ

ィングで金メダルを取った。彼は年間 5 回アメリカチャンピオンだった

し、年間 3回国際選手権を独り占めした。 
 

 

 

 

■アベベビキラ 

 

 

“私は他人と競争して勝つというよりは自分自身の苦痛を勝ち抜ける

ことをいつも思っている。マラソンはすごくつらい運動だから息は苦し

く、心臓は裂けるように走る。時には身がとても重くて苦しい時もある。

そうする度に自分のコンディションを整えて普段のように走らなけれ

ばならない。私自身の苦痛とつらさに負けないで終わりまで走った時、

それが勝利に繋がった。” 

 

-エチオピアの陸上選手。皇帝親衛隊下士官として 1960 年第 17 回ロー

マオリンピック大会マラソンで裸足で走って優勝したことで‘素足の王

子’だと呼ばれた。1964 年東京で開かれた第 18回オリンピック大会でも 2 時間 12 分 11 秒 2とい

う当時世界最高記録で優勝してオリンピック史上最初にマラソン 2連敗を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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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ークスピッツ 

 
”私は最善をつくそうと労力した。私は明日には関心なくてひた

すら今日起こる事にだけ関心がある。” 

 
-アメリカの水泳選手。1968 年第 19回メキシコオリンピック大会

で金メダル二つを取ったし、1972 年ミュンヘンオリンピックで自

分が参加した七つの前種目で世界新記録を建てて金メダルを獲

得してオリンピック通算最多の九つの金メダルを獲得した四人

の選手の中一人になった。残り三人の選手はフィンランドのパー

ボヌルミ(1920～1928·陸上)、ソ連のラリサラティニヤ(1956～1964·体操)、アメリカのカール・ル

イス(1984～1996·陸上)だ。オリンピック一大会最多冠王であるスピッツは歴代最多の世界新記録

更新記録(二十六回)も保有している。 
 

 

■ブルースジェンナー 

 
“人生で何かを成そうとすればただ熱心に努力するしかないということ

に私は悟った。そうすれば勝利するはずで、そんなことができなければ勝

利す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 
 

-アメリカの 10 種競技選手。1976 年第 21 回モントリオールオリンピック

大会の 10種競技で金メダルを獲得した。 

 

 

 

 

 

■ナディアコマネチ 

 

 

“つらい訓練のお陰で休んだ。それが私の秘訣だ。それで私は

勝利した。” 

 

-ルーマニアの体操選手。1975 年ヨーロッパ選手権で体操史上

初めて 10 点満点を取った後、1976 年モントリオールオリンピ

ックで 10 点満点を六回も記録して 3 冠王になって体操妖精の

代名詞になった。1980 年第 22 回モスクワオリンピック大会で

は 2冠王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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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バスチァンコー 

 
“すべての圧迫感は自ら招いたのだ。それを活用して何かを成

すことができなければそれに自身がやられるのみだ。” 

 
-イギリスの陸上選手。1980 年モスクワオリンピックと 1984 年

ロサンゼルスオリンピックで男子1500メートルを2連敗したし、

各種大会で 800 メートルと 1 マイル、1500 メートル競技で世界

新記録をおよそ 40会も更新した。 
 

 

 

 

■マットビヨンデ− 

 

 

“成功と失敗についてはすぎるほど強調するのに比べて、

どんなに働いてどんなに成長するのかに関してはあまり

強調しない。旅行を楽しんで、毎瞬間を楽しんで、勝利と

敗北を心配するな。” 

 

-アメリカの水泳選手。1988 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大会の男子水泳で五つの金メダルをつかんだ。 

 

 

■エミールザトペック 

 

 

“一回の訓練では何も起きない。自分をむち打って数百、数千回訓練

した時、身体の多くの部分で発展が起きるでしょう。雨が降ると？そ

れは問題にならない。疲れるんだって？それもまた問題にならない。

意志力があったらどんな問題もない。” 

 

-チェッコの陸上選手。貧しい職人の息子に生まれた‘人間機関車’

エミールジャトベックは1948年第 14回ロンドンオリンピック大会の

1万メートルで優勝して5000メートルでも2位を占めて中長距離の強

者として彗星のように登場したし、1952年の第15回ヘルシンキオリンピック大会で5000メートル、

1万メートル、マラソンなど三つの種目を皆オリンピック新記録で優勝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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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グレッグルガーニス 

 

 

“恐ろしいことはあなたがするすべてのものの一部分だ。しか

し大きな危険を冒したらあなたは大きい補修を得るようになる

でしょう。” 

 

-アメリカのダイビング選手。1984 年第 23 回のロサンゼルスオ

リンピック大会に引き続き1988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大会でも

スプリングボード·ハイボードダイビングの二つの種目で連続優勝した。特にソウルオリンピック

では3メートルスプリングボード予選で後ろ向きになる演技をして頭をボードにぶつかって血を流

したが、薬物規定のため痲酔剤も使わないで傷を四針縫った後、ダイビングをして 2冠王に上がっ

た。 

 

 

■フィレンツェグリフィス-ジョイナー 

 

 

“最高になるためには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集中力を育てて、

絶えず練習して、夢(目標)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アメリカの陸上選手。1988 年ソウルで開催された第 24回オリンピッ

ク大会陸上女子 100 メートル、200 メートル、400メートルリレーで優

勝したし、1600 メートルでは 2位をした。この時立てた 100 メートル

記録と 200 メートル記録は今までも世界新記録として残っている。陸

上実力に劣らない美貌とファッション感覚で‘トラックのファッショ

ンモデル’と呼ばれたりした。 

 

 

■カール・ルイス 

 

“人間は競争相手がいる時上昇エネルギーがほとばしる。もし競

争相手がいなければ記録は退化されるかも知れない。” 

 

-アメリカの陸上選手。1984 年ロサンゼルスオリンピック大会の

4 冠王を始めにソウル·バルセロナ·アトランタ大会に至るまで 4

回連続オリンピックに出場して九個の金メダルを取って‘生きて

いる伝説’と呼ばれる。陸上係を飛び越えて 1999 年 IOC と国際陸上競技連盟(IAAF)によって‘20

世紀最高の選手’に選定されたり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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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ゼニッ・エボンス 

 

 

“私はオリンピックに初めて参加して出発台右に出た時、面白かっ

たからほほ笑みをした。楽しさを感じることそれこそが重要だ。” 

 

-アメリカの水泳選手。1988 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で 3冠王の偉業を

成しながらスイミングスーパースターに上がったし、引き続き 1992

年第 25回バルセロナオリンピック大会でも自由型 800 メートルで優

勝をしながら個人通算 4冠王の偉業を果た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