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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역사의 순간과 전통을 가득찬 영광스럽고 자랑
스러운 이름! ‘레드 앤 화이트’ 배경에 금색 문자로 새
겨진 이름: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축구의 전설이자 많
은 성공을 이룩하고 최고의 위치에 우뚝 선 스포츠 클
럽, 올림피아코스는 유럽 축구계와 그 이상의 것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빛나게 하고 타 최고의 클럽
들과 더불어 하나의 위대한 스포츠 클럽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가장 최신의 그리스 스포츠 클럽, 
그리스의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큰 사
랑을 받고 있는 한 그리스 스포츠 클럽의 이야기가 펼
쳐집니다!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일컬어 지고 있는 “
그리스의 반은 올림피아코스의 팬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전드’ 올림피아코스의 팬들의 
물결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피아코
스를 꾸준히 사랑하고 있는 팬들의 숫자는 이제 그리
스의 반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그 수는 늘어가고 있습
니다!

어려움과 불확실,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착 이 세상 속
에서 클럽의 회장인 바겔리스 마리나키스 씨의 주도 
아래 올림피아코스는 다른 이들이 걷는 것 조차 어려
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 빨리 앞으로 나
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발전, 경제적 안정, 사회적 책임은 올림피아코스 FC

의 주요 관심사이며, 올림피아코스는 하루하루 이러한 
목적을 향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모든 방면에 있어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
다. 올림피아코스는 밝아질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보여준 올림피아코스의 발전
된 모습과 해외에서도 많은 축구 팬들에게 올림피아코
스에 대한 인식을 자리매김 한 사실은 (올림피아코스가 
인터네셔널 챔피언스 컵에 참여했던 전설적인 순간을 
잊지 않으셨겠죠?) ‘레전드’ 올림피아코스가 항상 발전
할 것이라는 큰 이유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점점 더 많
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이 점점 더 
올림피아코스 클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이 새 시대는 코 앞에 다가온 것이 아니
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승 타이틀, 영예, 트로피, 환
호의 순간과 강렬한 느낌은 피레우스 팬들의 올림피아
코스 클럽의 일대기를 만들어 갑니다. 모든 것이 중요
합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사회 활동, 우리 동료 시민들
에 대한 기여와 더불어 유니세프와 돈독한 파트너십을 
2년 째 이어가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
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축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
고 스포츠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힘쓰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의 ‘레전드’ 올림피아코스는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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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루스는 아티카 지역의 도시로써 그리스와 남동부 
지중해의 가장 중요한 최대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피
에루스를 중심지로 두고 있는 피에루스 지자체는 10.9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약 170,000명의 인구가 거주
합니다.

최근 피에루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심지
이면서 그리스 경제의 최대 무역 중심지입니다. 에게 해
의 섬들과 기타 유럽의 항구들과 수도를 나룻배로 연결
하는 그리스 최대(여객선 운항 측면에서)의 항구를 끼
고 있습니다.

피에루스 항구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곳입니다. BC 
86년 로마가 정복하는 동안 위대한 건축물이 불탔고 로
마 정복 시절 말기에 금융과 상업이 부활했음에도 불구
하고 BC 3세기와 4세기 고트족의 습격으로 피에루스 
영토에는 또 다시 고난의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비잔틴 
시대, 피에루스의 성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오트만 지
배 하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피에루스에 있던 수많은 고대 공예품
을 옮겼습니다. 

일례로 원래 고분에서 발견되었던 «피에루스 사자상»
은 다름 아닌 베니스에서 발견되었고,  «리온 항구»의 
이름은 여기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피레우스, 
위대한 항구
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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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에루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심지이면서 그리스 
경제의 최대 무역 중심지입니다. 
에게 해의 섬들과 기타 유럽의 항구
들과 수도를 나룻배로 연결하는 그
리스 최대(여객선 운항 측면에서)
의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1827년 피에루스는 터키에서 완전히 독립해 이 지역은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구의 산업
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1922년 본토에서 격렬히 퇴출된 소아시아의 그리스는 
피에루스에서 그들만의 항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
의 이주에 현지인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고 그러면서 이
들은 피에루스와 자신들의 삶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
다. 그들은 항구의 성장을 위해 분투했고, 지금의 상태
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림피아코스가 
피레우스와 하나인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
니다. 올림피아코스 구단의 회장인 바겔리스 마리나키
스 씨는 ‘레전드’ 올림피아코스가 속한 도시 피레우스 시
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지역 이사회의 회원으로 선
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클럽의 부사장인 지아니스 모
랄리스 씨는 피레우스의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올
림피아코스의 자랑스러운 고향은 이제 피레우스를 진정 
사랑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이끌어져 나
갈 것입니다. 그들이 올림피아코스를 사랑하는 방법으
로 말입니다.

피에루스는 올림피아코스에게 있어 분명히 고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올림피아코스가 태어난 곳이 이 
위대한 항구일지는 몰라도 열렬한 사랑만큼은 그리스 
전역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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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 씨는 올림피아코
스 FC의 주식 자본금을 늘리는데 참여를 하여 당시 올
림피아코스의 회장인 소크라티스 코칼리스 씨와의 협
상에 따라 총 주식의 67%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면
서 올림피아코스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 씨가 올림피아코스의 회장직을 맡는 동안, 
올림피아코스 클럽은 2010/2011 시즌, 2011/2012 시
즌, 2012/2013 시즌, 그리고 2013/2014 시즌에서 챔피
언십 타이틀을 우승했고 2011/2012 시즌과 2012/2013 
시즌에서 그리스 컵을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리
나키스 씨는 2010년부터 수퍼리그의 회장이자 헬레닉 
축구 재단의 부회장 직을 1년간 맡았습니다.  2014년 5
월, 마리나키스 씨는 ‘피레우스의 우승자’인 야니스 모
랄리스 씨가 받은 투표 수와는 별개로 50%가 넘는 표
를 받으며 피레우스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부문에 있어서는 마리나키스 씨는 2007년 3월
부터 국제 선박 회사인 Capital Product Partners L.P.의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
재 미국 증권 거래소인 나스닥(Nasdaq: CPLP)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키스 씨는 또한 Capital Maritime 
& Trading Corp가 설립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의장이자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여러 가족 
경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 운송, 부동산 부
문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키스 씨는 런
던에서 공부를 했으며, ‘세계 경영학’ 문학사 학위와 ‘국
제 관계’ 이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키스 씨는 올림피아코스 FC를 통해서 뿐만 아
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 2013년 10월에는 
올림피아코스 FC가 세계 곳곳에 있는 5만명의 어린이
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함께 협력하게 된 사실을 발
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의 일환으로 올림피아코스
는 2백만 유로를 모금할 것을 약속했으며, 올림피아코
스의 유니폼에는 유니세프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에반
겔로스 마리나키스 씨는 재정적으로 크레테 섬의 카잔
차키스 박물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NGO 단체인 ‘Greece Debt Free’를 통해 그리스의 국
채를 민간 사업체들로부터의 채무 환매를 돕고, 파키스
탄과 아이티를 위한 국제 연합의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 
처참한 쓰나미로 인한 일본의 재건축 지원, 환경 단체
인 ‘Arcturos’ 지원, 소아과 병원인 ‘성 소피아 병원’ 지
원, 리마솔 지역 종합 병원의 소아과 진료소 지원, 어린
이 자선 단체 ‘Together for Children’, ‘Elpida’, ‘Argo’, 및 
‘Hatzikyriakos 재단’ 지원, 그리고 피레우스와 니카이아 
시 대부분의 교구에 일일 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최근 케팔로니아 섬의 강한 지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릭수리 및 아르고스톨리 지역의 학
교의 재건축을 위한 비용을 일부 부담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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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압도하는 열정이 유일무이한 개인들을 엄선해 그들
에게 발현과 성장을 통해 성장하고 결국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과업을 내맡기는 순간은 그리 흔하지 않습
니다! 지극히 드문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발생하던 당
시1925년 3월 10일 모이라의 여인숙, 그곳은 오늘날 카라
올리-디미트리우 거리가 되었습니다. 88년 전 바로 그날, 
그리스에서 가장 큰 구단인 올림피아코스의 토대가 마련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숙에서는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에루
스는 생명으로 활력이 넘치고 꿈으로 가득 찼던 도시였고, 
도시의 유지들이 앞장 선 도시 지역사회의 개방성은 마니 
크레타 섬에서 온 경제적 이주자들과 소아시아 출신이 분
명한 난민들을 기꺼이 포용하던 때였고, 이에 그리스 사회
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사람들로 뒤섞인 가장 강력
하고 탄력적인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모이라
의 여인숙에서 일어났던 일은 오직 피에루스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새로운 것이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은 없었으니까요!

제2차 세계 대전의 잔해에서 헤어나고 있던 세계 속에서 
화해는 사람들 사이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비극적
이게도 그리스에서 그러한 메시지가 시기 적절했던 것은 
애초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있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그것
이 화해로 해석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의 명령이 있기 전, 피에루스와 올림피아코스가 
바로 그 화해의 «예스!»였습니다! 희망과 영광, 통합이라
는 조명이 켜진 것처럼 올림피아코스 창단이라는 아이디
어가 그리스 전역에 벼락처럼 일시에 퍼져 수백만 명의 팬
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창립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실리스 안
드리아노풀로스, 기아니스 안드리아노풀로스, 기오르고
스  안드리아노풀로스,  느티노스  안드리아노풀로스, 디
미트리스 안드로니코스, 디미트리스 아브디스,  니코스 블
라시스, 스테파노스 엠마누일,  니코스 자하리아스,  타나
시스 칼리치스, 니코스 칼루디스, 느티노스 칼루디스,  노
티스 캄페로스, 코스타스 클레이두하키스, 오트론 코키노
스, 트리안타필로스 크레모스, 파나기오티스 코스탈라스,  
파나기오티스 라구미치스,  안드레아스 루카키스,  스피로
스 루카키스,  기아니스 룰루다키스,  바겔리스 마고풀로
스,  미칼리스 마누스코스,  스타브로스, 마라구다키스, 그
리고리스 느투파스, 토도로스 오를로프,  포티스 프로토프
살티스 , 기아니스 시미그달라스,  니코스 시미그달라스, 
흐리스토스 추메르키오디스,  브라시다스 트루프스키아
디스 및 스피로스  프살리다스.

올림피아코스 초대 회장은 미칼리스 마누스코스, 초대 부
회장은 노티스 캄페로스였습니다.

노티스 캄페로스가 «올림피아코스»라는 구단 이름을 제
안했을 때,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룹의 전설적인 전문가인 기아니스 안드리아노풀로스
가 팀의 컬러로 레드와 화이트를 제안했을 때, 누구도 반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월계관을 쓴 소년은 팀의 문장으로써 모두
의 동의를 얻어내었고 이 문장은 그날 이후 계속해서 승
리와 영광 그리고 역사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습니다!

레전드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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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보유한 
구단입니다. 경쟁 구단과 비교해 큰 격차로 앞선 우리 
팀은 그리스 챔피언십과 그리스 컵을 모두 우승하면서 
최고의 성적을 달성해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우승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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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축구 팀이 달성한 명예로운 성적은 아래에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왜 «전설»로 불리는지
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챔피언십 (41)
1931, 1933, 1934, 1936, 1937, 1938, 1947, 1948, 
1951,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6, 
1967, 1973, 1974, 1975, 1980, 1981, 1982, 1983, 
1987,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그리스 컵 (26)
1947, 1951, 1952, 1953, 1954, 1957, 1958, 1959, 
1960, 1961, 1963, 1965, 1968, 1971, 1973, 1975, 
1981, 1990, 1992, 1999, 2005, 2006, 2008, 2009, 
2012, 2013

더블 (16)
1947, 1951, 1954, 1957, 1958, 1959, 1973, 1975, 
1981, 1999, 2005, 2006, 2008, 2009, 2012, 2013

슈퍼 컵  (4)
1980, 1987, 1992, 2007

발칸 컵 (1)
1963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보유한 
구단입니다. 



우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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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별
을 향한 길

17

올림피아코스의 위대한 가족이 한 사람이 속해 있을 
때, 그는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은 유난히도 
특별한 시즌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결과를 달성을 한 
올림피아코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들의 올림피아코스는 2012-2013 챔피언십에서 우승
을 했고, 따라서 올림피아코스는 영광스러운 ‘레드 앤 
화이트’ 유니폼에 4번 째 별을 달았습니다!

역사를 써 나가는 누군가에게 있어 목표는 오직 단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역사를 계속
해서 써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호화롭게 축배
를 든 40번의 챔피언십 우승은 어느덧 41번 째가 되
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
다. 그것도 안정된 걸음으로 우리들의 42번째 우승을 
향해 말이죠. 다섯 번째 별을 향한 우리들의 길은 우
리 눈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에는 많은 장애물
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피아
코스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스포츠 클럽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커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계획의 결과로 중요한 결정을 해 나가면서 그리
스 스포츠계의 전설적인 존재인 올림피아코스는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속
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올림피아코스가 완
벽하게 자체적으로 우뚝 서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
고 견고하고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유럽 
대륙을 넘어 성공적으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는 팀
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올림피아코스가 다른 모든 방면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큰 활약을 하는 우리 클럽의 위대함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들의 올림피아코스는 자신의 다섯 번째 별을 향한 길
에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길은 건너
가기 어렵고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
든 팀들이 챔피언을 이기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레전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대가 아
닙니다! 우리의 거대한 목표는 우리들의 트로피 장식
장을 보다 더 길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50번
째 트로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정착하기에는 아
주 오랜 시간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호화롭게 축배를 든 40번의 챔
피언십 우승은 어느덧 41번 째가 되었습
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정된 걸음으로 
우리들의 42번째 우승을 향해 
말이죠. 



1981년 2월 8일, 올림피아코스와 그리스 스포츠 역사 전
반적으로 가장 우울한 페이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뭇 
다른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 그 어느 날, 게이트 7번의 비
극은 일어났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AEK를 상대로 그리스 챔피언십 매치 데
이 20의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AEK는 앞서가
는 올림피아코스에 불과 2점 뒤진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는 올림피아코스가 압도적인 6-0이라는 승리로(조금도 
과장 없이) 트로피를 안으며 끝이 났습니다. 쿠술라키스
의 1점 외에 갈라코스의 해트 트릭, 오르파노스와 밤바
카리스가 관중석의 자유 공간을 미동도 없이 떠나지 않
았던 “레드 앤 화이트” 군단 팬들의 엄청난 함성을 이끌
어내었습니다.

경기는 막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린 후, 관중
은 게이트 1번의 대기소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기 위해 게이트 7번의 관중석에서 돌진해 나
왔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는 닫혔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의 입을 빌자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분명 엄청난 관
중이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넓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최악의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뒤
에서 나오던 관중들이 아마도 앞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
들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연이어 더 많은 팬들이 닫힌 게
이트에 부딪혀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21명이 짓밟혀 부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하
거나 혹은 그 다음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스포츠 
사상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 날 목
숨을 잃었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을 이들의 명단입니다: 
파나기오티스 투마니디스 (만 14 세), 코스타스 스클라
부니스 (만 16 세), 일리아스 파나굴리스 (만 17 세), 게라
시모스 아미치시스 (AEK 팬, 만 18 세), 오 기아니스 카
넬로풀로스 (만 18 세), 스피로스 레오니다키스 (만 18 
세), 기아니스 스필로풀로스 (만 19 세), 니코스 필로스 (
만 19 세), 기아니스 디알리노스 (만 20 세), 바실리스 마
하스 (만 20 세), 에프스트라티오스 루포스 (만 20 세), 미
칼리스 코스토풀로스 (만 21 세), 조그라피아 하이라티
두 (만 23 세), 스피로스 안드리오티스 (만 24 세), 코스타
스 카라니콜라스 (만 26 세), 미칼리스 마르쿠 (만 27 세), 
코스타스 므필라스 (만 28 세), 아나스타시오스 피촐리
스 (만 30 세), 안토니스 쿠루파키스 (만 34 세), 흐리스토
스 하치게오르규 (만 34 세), 디미트리스 아다모풀로스 (
만 40 세). 그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21명의 사람들은 대성공에 참가하고 비극의 일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누구도 그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을 언제나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
러도 게이트 7번의 비극은 올림피아코스 팀을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팬들의 
마음은 항상 그 희생자의 가족에 가까이 머물 것이며, 왕
관을 쓰게 되는 자가 “여러분이 우리의 길, 형제를 이끌
고 있다”를 되새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서는 21
명의 형제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게이트 7번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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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의 마음은 항상 그 희생자의 
가족에 가까이 머물 것이며, 왕관
을 쓰게 되는 자가 “여러분이 
우리의 길, 형제를 이끌고
 있다”



2013년 10월, 올림피아코스와 유니세프는 그리스와 세계 
곳곳에 있는 5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
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유니세프의 전 세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어린이
들에게 적절하고 향상된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노
력인 ‘100% 캠페인’에 대해 사회 인식을 넓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모금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팀의 설립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동
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운동을 지속적
으로 해온 팀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올림피아코스의 구
단주인 마리나키스 씨의 이끔 속에서 우리 세상의 미래
인 어린이들을 돕는 쪽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작
년부터 유니세프의 로고가 ‘레드 앤 화이트’ 유니폼에 새
겨졌고 올림피아코스는 이 훌륭한 파트너십을 잘 유지
해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레전드’ 올림피아코스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권리
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든 창작 작품
에 대해 상을 주는 2013-2014년 유니세프 연간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올림피아코스와 유니세프는 2013-
2014년 텔레마라톤 기간에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우
리들의 캡틴 지아니스 마니아티스 선수가 이 이벤트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했고 우리 선수들이 텔레마라톤 기
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고 올림피아코스의 기념품을 기부
하는 등 이러한 자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레드 스토어에도 유니세프 제품을 위한 특별 전용 구
역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금을 
한 “생명을 위한 올림피아코스(Olympiacos for Life)... 어린
이의 생명” 기금은 어린이들의 예방 접종을 위한 것으로, 올
림피아코스의 선수들이 텔레마라톤이 끝난 후 유니세프가 
주최한 라디오마라톤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팀의 41
번째 챔피언십 우승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발생한 모든 수
익금도 유니세프에 기부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팀은 선
수들이 사인을 한 수집용 기념 유니폼도 판대를 했으며 이
에 대한 수익금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계 곳곳의 어린이
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위한 모금 운동에 기부되었습니다. 

여름 기간에도 우리 팀의 이러한 사회 활동은 멈추지 않
았습니다. 우리 팀의 스폰서인 브룩스 브라더스(Brooks 
Brothers)가 유니세프에 헌정하는 특별한 날을 기획하여 
그들의 수익금의 일부를 이 아름다운 활동에 기부했습
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시카고에서 인터네셔널 챔피언스 
컵에 참여하는 동안 국제 헬레닉 박물관(National Hel-
lenic Museum)에서 열린 멋진 이벤트에서 경매가 열렸
고 올림피아코스와 유니페스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돈
독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국경을 넘어 우
리 선수진 전체가 참여한 아주 커다란 이벤트였습니다.  
또한, 이브라힘 아펠레이 선수와 에릭 아비달 선수가 수
집용 티셔츠를 홍보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올림피아
코스(Olympiacos for Life)’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챔
피언십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조르지오스 카라이스카키
스 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피아코스와 아틀레틱 빌바오와
의 친선 경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경기로부터 발생하는 모
든 수익금이 유니세프에 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훌륭한 파트너십의 첫 해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올해
의 우리 목표는 그리스와 전세계 곳곳에서 보다 많은 생
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올림피아코스
와 유니세프
함께 계속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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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훌륭한 파트너십의 첫 해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올해의 우리 
목표는 그리스와 전세계 곳곳에서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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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 빈곤과 대항하는 경기 (2010년 12월)

방문 브로스

방문 케 팔로 니아

우리들의 동료 시민들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 우리 올림피아코
스 가족들은 자선 활동의 길을 걷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나키스 회장이 여러차례 반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통
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우리가 그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올림피아코스의 첫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클럽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
다! 프세리모스(Pserimos)에서 일어난 자연 재해와 홍수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그 곳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의 큰 미소와 함
께 물품을 지원하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케팔로
니아섬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마
리나키스 회장의 주도적인 움직임에 따라 올림피아코스
는 학생들이 하루 빨리 그들의 배움터로 돌아와 학업 정
진을 할 수 있도록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케팔로니아섬의 
학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일부인 50만 유로를 부담하
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와 올
림피아코스의 행정부는 우리 동료 국민들이 풍요로운 현
재와 그보다 더 풍요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회장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을 방문하는 동안 
그는 총대교주 바르톨로메오스 1세에게 올림피아코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그 교회의 활동을 추가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의 의지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과거 모든 사회 활동 중에 가장 확연하게 
눈에 띈 것은 바로 ‘빈곤에 대항하는’ 친선 경기였습니다. 

스티븐 제럴드를 기념하기 위한 리버풀과의 친선 경기 (2013년 8월)



이 경기는 UN 주문관청과 협력하에 2010년 12월 4일에 
펼쳐진 친선 경기였습니다. 지네진 지단 선수와 호나우드 
선수를 비롯하여 주요 축구 스타 선수들이 카라이스카키
스 경기장에서 만나 ‘희망의 경기’를 펼치며 우리의 동료 
사람들과 자선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다른 
경기와는 아주 다른, 사회와 인도주의적인 목적만을 위해 
펼친 경기로 아이티와 파키스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
람들과 그리스 내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목표를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1
년 일본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진과 이 지진의 여파로 인
한 쓰나미로 인해 방대한 지역이 파괴된 것에 대해 올림
피아코스의 회장은 일본 대사 히로시 톤타 씨에게 이 피
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재정적으로 돕
고자 10만 유로를 건냈습니다.  물론 올림피아코스는 항
상 우리 그리스가 견뎌내기 힘든 외부 부채로부터 벗어나
는 것을 돕도록 고안된 비정부, 비이익 단체 ‘Greece Debt 
Free’의 회원입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지속적으로 하는 자선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레우스 교회의 일용한 양식 제공
- 구호 재단, 고아원, 병원에 기부 및 후원
- 학생 장학금 지원
- 여러 학교에 운동 기구 및 교육 물품 기부

2013년 여름 리버풀과의 위대한 친선 경기에서 올림피아
코스가 보여준 선의의 활동도 특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
다. 그리스의 레전드 올림피아코스는 안필드 경기장에서 
리버풀의 상징적인 캡틴인 스티븐 제럴드를 기념하는 행
사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
리 올림피아코스의 회장인 마리나키스 씨는 스티븐 제럴
드 재단에 10만 영국 파운드를 기부하며 축구만이 아닌 다
른 여러 사회 활동을 펼치는 우리 레전드 팀에 대한 소문
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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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세리모스 및 칼림노스 섬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

시카에서 영 그레고리와 올림피아코스 선수진의 만남
‘게오르기오스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에서 열린 H.O.A가 주최한 ‘공정 경기’ 세미나

스티븐 제럴드를 기념하기 위한 리버풀과의 친선 경기 (2013년 8월)



‘게오르기오스 카라이카키스’ 경기장은 1895년 원래 경
륜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 경기장이 
축구 경기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920년입니다.

1960년 전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이름도 ‘게오르기
오스 카라이스카키스’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 이름은 
1821년 그리스 혁명 동안 오늘날 경기장이 위치한 곳에 
매우 가까이 있는 네오 팔리로에서 살해되었던 지휘관 
게오르기오스 카라이스카키스(1782-1827)를 기념하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게오르기오스 카라이스카
키스 경기장의 좌석 규모는 31.032명입니다.

‘게오르기오스 카라
이스카키스’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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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팀들(에티니코스, 프루데프티키)도 사용하긴 하지
만, 이 경기장은 그 안에서 영광과 승리의 위대한 순간을 
살았던 올림피아코스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올림피아
코스 팀에겐 수십 년 간 홈 그라운드였던 이 역사적인 경
기장은 그러나 2003년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초현대식의 완벽한 가림막을 갖춘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재단장하면서 32,115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홈 그라운드는 더욱 ‘
핫’하고 강력해졌고 구단은 그리스에서 가장 최신식 축
구 경기장을, 유럽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축구 경기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팬들은 새로워진 G. 카
라이스카키스 경기장의 첫 십 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순간

언론 작업 장소

바모스 바 바모스 레스토랑

올림피아코스의 홈 그라운드는 더욱 
‘핫’하고 강력해졌고 구단은 그리
스에서 가장 최신식 축구 경기장을, 
유럽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축구 
경기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모스 이벤트 홀 기자 회견장

‘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은 피에루스 Karaoli-Dimitriou & Sofianopoulou str., 1854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210-4800900, 팩스: +30 210-4800930



들을 맛보았고 앞으로 더 많은 볼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게오르기오스 카라이스카키스 내의 올림피아코스 선수
들의 락커룸은 2014년 여름에 완전히 재단장을 했고 아
주 멋진 락커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락
커룸은 초현대식으로 어느때보다도 편안하고 최고의 디
자인으로 갖춰져 있으며, 우리 선수들이 카라이스카키스
의 경기장 ‘전쟁터’로 나가는 준비를 하는 진정한 본부를 
가지게 된 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 회견장과 같은 경
기장의 타 실내 구역 또한 새롭게 단장이 되었으며 미적
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기자 회견장과 리셉션이 완전하게 
새것으로 돌변했습니다. 모든 보도진 좌석의 디자인과 편
의 시설 또한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경기장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VIP스위
트 룸의 경우, 29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까지 그 크기

29‘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은 피에루스 Karaoli-Dimitriou & Sofianopoulou str., 1854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210-4800900, 팩스: +30 210-4800930

가 다양합니다. 각 룸은 15명에서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 
고, 귀빈실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간 모두 총 
4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특별 발코니로 연결됩니
다! 모든 스위트 룸은 완벽히 구비된 시설을 자랑합니다.

또한 경기장에서는 팬들에게 경기에 참석하고 경기장 주
위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점, 체육관, 
커피숍,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그 외에 올림피아코스 뮤
지엄과 우리 구단의 공식 스토어인 레드 스토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전면적인 개보수를 마친 음식
점에서 경기장을 그림 삼아 경기를 관람하면서 점심 식사
도 즐길 수 있습니다! ‘V’ammos’는 항상 올림피아코스 친
구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은 또한 그리스 국가 축구 팀
의 홈 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올림피아코스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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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최고의 구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모든 위대한 팀
은 분명 자신의 역사를 존중해야 하고 또 관심을 가
져야 합니다. 역사라 함은 황금 문자로 쓰여지고 보
통 제목과 영광, 성공으로 장식되는 것은 물론입니
다... 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에 위치한 올림피아
코스 뮤지엄은 모든 사람들이 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구
단인 올림피아코스의 역사입니다!

구단이 창립되던 시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래 전 
없어진 수년 된 트로피와 사진, 올림피아코스의 깃발 
아래서 경기를 펼쳤던 주요 선수들의 초상화, 예전의 
“게오르기오스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과 새로운 경
기장에서 역사를 만들어냈던 축구공, 축구화, 골키퍼 
장갑,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셔츠 같은 물건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최대 구단이 착용했던 역사적 
셔츠 또한 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의 올림피아코
스 뮤지엄에서 충분한 수량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은 «레드 앤 화이트»에 관한 모든 것을 만져볼 
수 있고 올림피아코스 유산의 위대한 순간을 다시 한 
번 체험하며 팬들이 사랑하고 성공, 구단의 탄생지, “
공정한 경기”와 맞닿아 있는 팀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림피아코스 뮤지엄은 올림피
아코스가 사용했던 다른 스포츠 분야의 수많은 가보
를 전시하고 있는데 올림피아코스 팀은 로잉이나 레
슬링, 농구나 권투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탁월한 기량
을 보여줍니다...

또한 방문객은 강연과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고 임시 
전시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운영과 행사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축구와 체육에 대한 사랑과 과거의 지식을 조합하고
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새 올림피아코스 박물관은 2015년 이내에 스포츠 팬 
방문객들에게 개방됩니다.

올림피아코스 뮤지엄은 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에 위치합니다
Karaoli Dimitriou & Sofianopoulou str., 185 47 Piraeus, 전화번호: +30 210-4800921, 팩스: +30 210-4143114
전자우편: mouseio@olympiacos.org



우리 축구 팀 선수들처럼, 우리 기술 스탭들 모두 렌티스 
트레이닝 센터(Rentis Training Center) 같은 자체적인 «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올림피아코스를 위해 매일 
뛰어주는 우리 구단의 집행부와 직원들도 나름의 “본부»
를 두고 있습니다. 피에루스에 위치한 올림피아코스 사
무실은 우리 구단 관계자들이 구단을 운영하고 팀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 일하는 핵심 장소입니다.

올림피아코스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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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텔라에 소재한 알렉산드라 스퀘어(Alexandra 
Square)에는 지난 2000년 9월에 그 문을 연 올림피아코
스의 또 다른 «집처럼 아늑한 공간»이 있습니다. 매우 아
름다운 장소에 자리를 잡은 인상적인 건물로써 제대로 모
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수들의 프리젠테이션이
나 기자회견이 열리는 까닭은 바로 이곳이 이러한 목적을 
걸 맞는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피아 축구 클럽
Alexandras Square, 185 34 Piraeus, 전화: 0030-210-4143000, 팩스: 0030-210-4143113



어떤 최고 구단이든 최고의 스토어를 갖춰두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공식 스토어에서는 어떤 판매용 제품이든  
‘레드 앤 화이트’의 올림피아코스 스타일로 출시됩니다.

올림피아코스 FC의 공식 스토어인 레드 스토어는 800평
방 킬로미터 규모로 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팬이든 홈 게임 전 매장을 방문해 경기 열기
를 북돋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많
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단 스토어에서 매일 산책하면서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또는 다른 구단을 지원
하는 친구들을 놀릴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토어 안을 둘러보시면 다양한 기념품이 구
비되어 있습니다! 모나스티라키에도 스토어가 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이 스토어는 일정 기간 경기장에 방문할 기
회가 없는 구단 서포터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레드 스토어 안에는 구단의 오리지널 셔츠가 구비되어 있
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을 그 위에 

레드 스토어
(RED STORE)

35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 레드 스토어 1호점
Karaoli Dimitriou & Sofianopoulou str., 185 47 Piraeus 
전화 및 팩스: +30 210-4836860, 이메일: info@redstore.gr

프린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니폼, 선
수 셔츠, 재킷, 바지, 신발 등.. 레드 스토어에는 올림피아
코스에 관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공식 스토어는 정기적으로 우리 팀의 서포
터를 위한 제품을 출시하는 반면, 우리 군단이 그러하듯, 
스토어의 재고는 계속 풍부하게 채워지고 새로워집니다. 
‘레전드’의 친구들은 우리 공식 스토어에서 4개의 별과 
왕관의 문장이 새겨진 우리 팀의 공식 유티폼을 발견하
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저희 레드 
스토어 공식 사이트인 www.redstore.gr를 방문하여 해당 
유니폼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토어에서는 우리 팀 선수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자
리를 마련해 팬들과 만남의 장을 열기도 합니다.  선수들
은 팬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면서 선수들을 가까이서 
만나고자 스토어에 방문하는 올림피아코스 팬들에게 즐
거움을 선사합니다.

모나스티라키 레드 스토어 2호점
11, Ifaistou str. Monastiraki, Athens, 
전화 및 팩스: +30 210-3214889
이메일: info@redstore.gr



팀 선수들이 오랜 시간 머물려 훈련하는 올림피아코스 
헤드쿼터는 아기오스 이오아니스 렌티스 트레이닝 센
터입니다. 2004년 이후 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초
현대적 시설은 우리의 제1팀과 아카데미 모두의 본거
지입니다!

트레이닝 센터는 FIFA 규격을 충족하는 정식 규모의 천
연 잔디구장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장 모두 배수 
시스템, 조명 기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3,000
개에 달하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 잔디가 깔
린 비교적 소규모의 경기장이 있어 미성년자를 위한 올
림피아코스 아카데미의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트레이닝 센터 내부에 있는 건물 중에는 
숙소를 갖춘 곳도 있습니다. 1층에는 리셉션 홀, 응접
실, 식당 겸 레스토랑, 그리고 경기 전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8개의 더블 베드룸
과 2개의 싱글룸에 각종 편의시설 및 인터넷 연결을 제
공합니다.

아기오스 이오아니
스 렌티스  
트레이닝 센터

37아기오스 이오아니스 렌티스 트레이닝 센터
9-11, Legaki str., A. I. Rentis, 18233, 전화번호: 전화번호: 210-3477765, 팩스:  +30 210-3418006

트레이닝 센터는 FIFA 규
격을 충족하는 정식 규모
의 천연 잔디구장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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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트레이닝 센터의 두 번째 건물은 락커룸을 보유하
고 있는데, 이들 락커룸은 2013-14 시즌에 새롭게 단장
을 했습니다. 이들 락커룸은 보다 세련되 졌으며, 보다 
편안하고 공간도 넓어졌으며 모든 공간이 ‘레드 앤 화
이트’의 색상으로 꾸며졌습니다! 시, 동시에 두 팀을 수
용할 수 있고 그 옆에는 코치와 의료진을 위한 사무실
이 있고 의복과 스포츠 장비실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
다.  건물의 1층에는 아카데미의 일상 업무를 보는 트레
이닝 센터 직원과 운영진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초현대식 체육관, 완벽하게 갖춰진 의료
실과 재활실, 사우나, 수치료법과 풀 시설을 이용하기
도 합니다. 이들 외에도 완벽하게 장비를 갖춘 회의, 세
미나, 기자회견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기오스 이오아니스 렌티스 트레이닝 센터
9-11, Legaki str., A. I. Rentis, 18233, 전화번호: 전화번호: 210-3477765, 팩스:  +30 210-3418006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와 해외에서 설립된 올림피아코
스 팀의 올림피아코스 아카데미와 축구 학교를 운영하
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아카데미 
올림피아코스 아카데미의 철학은 다음의 목표를 특징으
로 합니다. 

- “정정당당한 경기”의 이상 및 구단과 전반적인 스포츠
의 가치에 따른 젊은 축구 선수의 특성 및 스포츠 태도
를 함양합니다. 
-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해 전
문 선수로 자리를 잡고 올림피아코스의 제 1팀으로 승
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높은 수준의 축구 환경
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혁신적인 기법을 이용해 개인별 기량과 팀별 기량 
향상, 두 가지 모두에 초점을 둡니다.
- 축구 기술과 신체 단련 모두의 측면에서 전문 축구의 
엄정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젊은 선수들을 준비
시킵니다. 
- 완벽하게 갖춰진 높은 수준의 의료 부문의 도움을 얻
어 선수들에게 완비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올림피아코스 축
구 아카데미와 축
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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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지원 및 훈련에 
관계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킵니다. 

아래에서 올림피아코스 아카데미의 전 팀과 그들이 치
르는 토너먼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올림피아코스 U-17

올림피아
코스 아카
데미 팀

토너먼트

U-20 / Κ-19

U-17
U-16
U-15
U-14
U-13
U-12
U-11
U-10
U-9
U-8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일반적으

로 젊은 축구 “페어 플레이”의 
이상에 따라 캐릭터 및 스포츠 
태도 플레이어, 클럽의 가치와 
스포츠를 제기한다.

올림피아코스 U-15

올림피아코스 U-20

학교

UEFA 청소년 리그-슈퍼리그 U-20 
챔피언십
슈퍼리그 U-17 챔피언십
토너먼트 참가
슈퍼리그 U-15 챔피언십
EPS 피레우스 챔피언십, 토너먼트.
EPS 피레우스 챔피언십, 토너먼트.
토너먼트 참가
토너먼트 참가
토너먼트 참가
토너먼트 참가
토너먼트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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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아카데미 운영 분과와 긴밀히 협력해 다음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범 캠프
• 축구 토너먼트
• 스포츠 캠프
• 사회 활동, 문화 활동 및 자선 활동
• 축구 학교 트레이너를 위한 전문 코칭 세미나
• 트레이너와 선수 부모를 위한  아동 심리 및 영
               양 문제에 관한 과학 세미나
•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기 위한 체력 측정 
                테스트
• 대회의 - 그리스와 해외 각국의 초청 운동 선수
               와 함께 하는 스쿨 컨퍼런스
               선수들의 “G. 카라이스카키스(G. Karaiskakis)”  
               경기장 방문 및 올림피아코스 홈 경기 참가
• 선수들의 올림피아코스 트레이닝 센터 및 올림
               피아코스 아카데미 팀을 상대로 한 경기 관람.

축구 학교  
올림피아코스 아카데미 팀과는 별개로, 올림피아코스 팀
은 2000년 이후 그리스 전역과 키프로스, 호주 및 미국과 
캐나다에서 끊임 없이 생겨나고 있는 무려 40개의 떠오르
는 축구 학교들로 구성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제휴한 축구 학교의 운영 철학은 올림피
아코스의 이상과 가치에 따라 젊은 운동 선수들에게 적절
한 사회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선수들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
모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인식 고취와 지원을 바탕으로 축
구 학교의 핵심적 근간을 알게 하고, 또 아카데미의 운영 
모델을 토대로 축구 학교의 근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올림피아코스 아카데미와 축구 학교의 통합

2011년 이후, 올림피아코스FC 집행부는 조직과 운영 측
면을 고려해 올림피아코스 아카데미와 축구 학교 네트
워크의 통합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의 호스텔



우리들의 마스코트, 
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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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축구 시즌이 더욱 눈에 띄는 것은 한 가지 이
유가 더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축구 팀은 다시 한 
번 그리스 ‘레전드’의 마스코트인 그 유명한 리온과 
함께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리온은 2013년 8월 7일, G. 카라이스카키스 경기장
에서 안데를레히트를 상대로 한 우리 팀의 친선 경기
에서 첫 데뷔를 한 이후 그리스 축구의 전설과 그 연
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 팀의 새로운 셔
츠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셔츠에는 최초로 4개의 별
을 아로새겼으며 리온 또한 그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올림피아코스 FC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인기 절정의 

사랑 받는 트릴리온을 제쳐둘 리는 없습니다! 리온은 
오히려 트릴리온의 자연스러운 진화로써 그에겐 일
종의 아들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2013년 여름 캠프 2013 기간 동안 등장한 우리의 사
자 마스코트는 전설적인 포르투 리온의 따라 지어진 
것으로써 아이들은 이 마스코트를 만나자마자 이내 
푹 빠지고 맙니다! 이 마스코트는 우리 팀의 홈 경기
에, 아니면 레드 스토어의 ‘레드 앤 화이트’ 군단의 행
사에 항상 등장할 것입니다! 또 올림피아코스 팀의 이 
마스코트는 다른 셔츠도 아닌, 꼭 7번이 프린트된 셔
츠만 착용할 것입니다!

올림피아코스 FC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인기 절정의 사랑 
받는 트릴리온을 제쳐둘 리는 
없습니다!



2014년 여름의 이야기는 올림피아코스 스토리북에 금색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올림피아코스 
팀이 그리스라는 한 나라와 유럽 대륙이라는 지역을 벗
어나 전설의 팀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 시기였습니다. 올
림피아코스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적으로 유
명한 축구 토너먼트인 2014년 인터네셔널 챔피언스 컵
(International Champions Cup 2014)에 참여하도록 초청
을 받았습니다. 이 토너먼트로 인해 올림피아코스의 명
성을 세계로 뻗쳐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림피아코스
가 유럽과 세계 곳곳의 최고 축구 팀들과 얼굴을 맞대고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이 토너먼트에는 역사적인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
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밀란, 인테르, 로마, 레알 마드
리드가 참가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리버풀, 밀란, 그
리고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올림피아코스 팀은 뉴욕의 바로 옆인 뉴저지에 베
이스 캠프를 두고 캐나다의 토론토, 그리고 미국의 시카

“전설 투어”및 
IC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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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미네아폴리스를 방문하는 14일간의 멋진 여행을 가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토너먼트에서 올림
피아코스의 첫 경기는 토론토에서 밀란을 상대로 펼쳐졌
습니다.  토론토 현지 축구팀의 홈 경기장인 BMO 필드에
서 우리의 레전드 올림피아코스는 이탈리아의 최고 축구
팀을 상대로 펼친 경기에서 3 대 0의 대승을 거두었으며 
우리팀은 단지 이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일찌기 증명해 보였습니다!

토론토에서 경기를 마친 우리의 ‘레전드’ 올림피아코스는 
리버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기 위해 시카고로 이동했습
니다. 명성 높은 멋진 경기장인 솔저 필드에서 친분이 있
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올림피아코스와 리버풀은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의 두터운 친분을 증명해 왔으며 이번에 
솔저 필드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3만 명의 관중들 눈 앞에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
으며 영국의 유니폼을 입은 리버풀 팀이 1 대 0이라는 점
수로 승리를 거두고 경기장을 나오기는 했지만 올림피아
코스의 경기 모습은 그들의 팬들에게 다시 한번 잊을 수 



49

없는 추억을 남겨 주었습니다.

세번 째이자 마지막 종착역은 미네아폴리스 시의 TCF 
뱅크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올림피아코스는 맨
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올림피아코스
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밀란과 리버풀의 경기에
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올림피아코스가 
마이애미에서 열리게 될 이 토너먼트의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 쥘 수 있었기에 맨체스터 시티 팀은 
올림피아코스에게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습
니다.  우리 올림피아코스 팀은 이 영국 챔피언 팀을 상대
로 정규 경기 시간에서 2 대 2로 동점을 기록한 후 패널
티 슛에서 5 대 4로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승 결과는 올림피아코스가 결승전에 진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리버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상대로 펼쳤으며, 결국 이 ‘붉
은 악마’ 팀이 우승을 하여 인터네셔널 챔피언스 컵을 거
머쥐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던 우리 올림피아코스 팀은 정말 환상
적인 경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토너먼트는 올림
피아코스에게 있어 어떠한 상대라도, 상대의 크기나 이

름이 얼마나 위대한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누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이 대회의 주최측에서도 올림피아코스가 보여준 모
든 면을 보고 올림피아코스의 참여에 대해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사실 이 토너먼트의 많은 하이라이트를 빨간
색과 하얀색으로 가득 장식했습니다! 팬들이 선정한 이 
토너먼트의 VIP는 다른 팀의 어떠한 선수도 아닌 바로 우
리 올림피아코스의 디미트리스 디아만타코스 선수였습
니다. 디아만타코스 선수는 밀란을 상대로 한 골을 기록
하고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이 토너먼트의 최고의 골 또한 우리 팀의 부할
라키스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구 
팬들이 선정한 것으로 시카고에서 가진 올림피아코스의 
첫 경기에서 부할라키스 선수가 패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쏜 강력한 슈팅이 최고의 골로 발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림피아코스는 이 토너먼트를 통해 많은 경
험을 얻었으며, 이 토너먼트에서 올림피아코스는 유럽 
대륙의 엘리트 팀이자 기록 면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팀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
습니다!



국제 축구계에서 주요 팀인 올림피아코스는 디지털 세상
에서도 최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어디에
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의 멋진 웹사이트에서
부터 시작해서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팀을 여기
저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올림피아코스 팀의 공식 웹사이트(www.olympi-
acos.org)를 방문할 수 있고 8개의 다양한 언어로 “레드 앤 
화이트”로 상징되는 올림피아코스 팀에 관한 가장 최근의 
소식을 모두 확인하고 우리 구단의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
털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팬이라면 누구
든지 배경 화면, 화면 보호기, 선수들의 사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설문 조사에 참가할 수 있고 또한 올림피아
코스 팀의 경기 일정과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올림피아
코스 팀에게 일어나거나 올림피아코스에 관계된 모든 소
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제공 또
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올림피아코스 TV에서
는 “레드 앤 화이트”의 올림피아코스 팬 모두에게 올림피
아코스 팀과 관계된 중요한 모든 행사를 담은 동영상과 실
시간 방송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촬영분이
나 훈련 기간 동안의 촬영 내용, 비공개 영상, 선수들 프리

디지털
올림피아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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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테이션과 인터뷰, 기자 회견 내용, 각종 일화 등이 올
림피아코스 TV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림피아코스 TV
는 구단의 공식 유투브 채널(youtube.com/olympiaco-
sfc)을 통해 방송됩니다! 물론 올림피아코스 웹 라디오
도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웹 라디오에서는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경기가 실시간으
로 중계됩니다!

전설이라는 별명을 가진 올림피아코스 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올림
피아코스를 팔로우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북(facebook.com/OlympiacosFC)과 트위터(twitter.
com/olympiacos_org)를 통해, 우리 팀의 공식 웹페
이지에 올라오는 모든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도 놓치지 않고 
전설의 올림피아코스 팀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미적 감각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레드 앤 
화이트”의 올림피아코스 팀은 인스타그램(instagram.
com/olympiacosfc)에서도 멋진 사진들과 함께 만나보
실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올림피아코스의 존재는 우리 팀의 
사고 방식을 대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챔피언싀 사고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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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com/OlympiacosFCyoutube.com/olympiacosfc

instagram.com/olympiacosfctwitter.com/olympiacos_org

WWW.OLYMPIACOS.ORG

FOLLOW OUR TEAM
EVERYWHERE !

digital media board



올림피아코스 SFP는 1925년 3월 10일에 창설되었습니
다. 이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종합 스포츠 클럽의 하나이
며, 세계에서도 가장 큰 스포츠 클럽 중 하나입니다. 올림
피아코스 SFP는 스포츠를 육성하면서 남자 배구, 여자 
배구, 남자 수구, 여자 수구, 수영, 육상 경기, 복싱, 태권도, 
세일링, 탁구, 로잉, 레슬링, 카누 카약, 테니스 및 펜싱 등
의 스포츠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축구 팀과 농구 팀을 창시한 올림피아코스 
SFP는 자신만의 선수들과 함께 그리스 내에서 뿐만 아니
라 유럽 대륙 내에서도 빛나는 기록을 세웠으며, 챔피언
의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챔피언이 
탄생한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스포츠에 있어 
그리스 국가대표팀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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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럽은 올림픽의 메달 우승자들, 세계 선수권 대회 우
승자들과 유럽 챔피언을 창출해 냈으며, 이들 모두는 클
럽의 이미지를 세계 방방 곳곳에 홍보하는 선두 주자로 
활약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위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 있어 학원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천면의 어린이들이 각 스포츠
계의 최고 선수로부터 해당 스포츠의 비밀을 배우고 있
습니다. 우리 클럽에서는 순수한 운동의 측면에서의 진
보와 더불어 그들이 속한 사회와 학교에서 그들의 운동
선수로서의 관행 또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피아코스는 내일의 챔피언,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
회에서의 모범적인 시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
로 올림피아코스가 우리 학원에 있는 어린이들 중 그들이 

남자 배구 / 그리스 챔피언 2013-2014

남자 수구 / 그리스 챔피언 2013-2014 여자 수구 / 그리스 챔피언 2013-2014

여자 배구 / 그리스 챔피언 2013-2014

남자 배구 / 그리스 컵 우승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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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Polo FÉmiNiN / CHamPioNNeS d’eUroPe (troPHÉe leN) 2014 teNNiS de table maSCUliN / CHamPioNS de grÈCe 2013-2014

남자 배구 / 그리스 챔피언 2013-2014

VolleYball (Volley)
MEN
Greek Championships (27): 1968, 1969, 1974, 
1976, 1978, 1979, 1980, 1981, 1983,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8, 1999, 2000, 2001, 2003, 2009, 2010, 
2011, 2013, 2014
Greek Cups (15): 1981, 1983, 1989, 1990, 
1992, 1993, 1994, 1997, 1998, 1999, 2001, 
2009, 2011, 2013, 2014
Greek Super Cups (2): 2000, 2010
Greek League Cup (1): 2013
European Cup Winners Cups (2): 1996, 2005 
(Top Teams Cup)
2 European Cup Winners Cups : 1996, 2005
WOMEN
Greek Championships (2): 2013, 2014
Greek Cups (4): 2011, 2012, 2013, 2014

 WaterPolo
MEN
Greek Championships (28): 1927, 
1933, 1934, 1936, 1947, 1949, 1951, 
1952, 1969, 1971, 1992, 1993, 1995, 
1996,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Greek Cups (16): 1992, 1993, 1997, 
1998, 2001,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Greek Super Cup (2): 1997, 1998
European Championship (1): 2002
European Super Cup (1): 2002
1 European Championship
WOMEN
Greek Championships (5): 1995, 1998, 
2009, 2011, 2014
European Cup Winners Cup (1): 2014 
(Len Trophy)
1 European Cup Winners Cup 
(Len Trophy)

SWimmiNg
Greek Championships (Open) (55):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7, 1960, 1961, 1962, 1967,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reek Open Sea Championship (1): 
2010

traCK & Field
MEN
Greek Outdoor Track & Field Championships 
(9)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reek Indoors Track & Field Championships 
(4): 2010, 2011, 2012, 2013
Trail Running Championships (12): 1965, 
1966, 1967, 1984,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Intra-club Championship (1): 2000
WOMEN
Greek Outdoors Track & Field Championship 
(1): 2010

table teNNiS
MEN
Greek Championships (11): 1971, 
1972, 1973, 1974, 1976, 1977, 
1978, 1980, 2004, 2005, 2014
Greek Cups (6): 1971, 1972, 2003, 
2004, 2005, 2008
WOMEN
Greek Championships (18): 1961, 
1962, 1964, 1965, 1976, 1977, 
1978, 1979, 1981, 1982, 1983, 
2000, 2001, 2002, 2005, 2006, 
2007, 2009
Greek Cups (11): 1965, 1966, 
1983, 1984, 1985, 1986, 2001, 
2005, 2006, 2007, 2008

WreStliNg
Greek Greco-roman Wrestling Champi-
onships (2): 1976, 2006
Men European Federation Cup (Cela 
Cup) (1): 2006

boXiNg
MEN
Greek Championships (2): 
1970, 1985
WOMEN
Greek Championship (1): 
2012

diViNg
Greek Championships (2): 1970, 
1971 

SailiNg
Greek Team Scoring Champion-
ship (1): 1954

gYmNaStiCS
Greek Champion (1): 
1971 (Men)

배구, 그리고 남자 수구 챔피언십 부문에서 우승을 했으
며, 특히 남자 수구 챔피언십의 경우에는 우리 팀이 또 하
나의 유럽 챔피언 타이틀(랜 트로피)를 그리스로 가져왔
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사 경기, 수영(총 55개 챔
피언십 우승 기록 달성), 그리고 탁구 부문에서 그리스 챔
피언십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2014-15 시즌에서 올림피아코스의 목표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 있어 유럽에서 최강자의 입지를 다지는 것입니
다. 우리 클럽은 그리스 내에서 한 개 이상의 스포츠 종
목에서 유럽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유일한 클럽이며, 유
럽의 최고의 자리를 다시 한 번 차지하기 위한 재단을 이
미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배구 종목
에서 1996년 유러피언 컵을, 그리고 2005년 톱 팀 컵(Top 
Teams Cup)을 따냈으며, 수구 종목에 있어서는 남자 부
문에서 2002년 챔피언스 리그(2002 Champions League)
와 유럽 수퍼 컵(Europe’s Super Cup)을, 그리고 여자 부
문에서는 2014년 랜 트로피(Len Trophy)에서 우승을 차
지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또한 레슬링 종목에서도 
유럽 타이틀을 우승했고 농구 족목에서는 1997년, 2012
년, 2013년 유럽 챔피언 타이들을 우승했다는 점에 대해
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스포츠 클럽으로는 최초로 팬들
의 스포츠 활동 관여를 목표로 막대한 규모의 회원 등록
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본격적으로 
회원 가입 계획을 시작해 최근의 회원 명부 갱신 후, 11
년 만에 구단이 98,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현재 
그리스에서 가장 덩치가 큰 클럽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
다. 올림피아코스의 목표는 우리 클럽의 실질적인 힘인 
올림피아코스의 팬들이 모든 가능한 방면에 있어 우리 클
럽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클럽을 보다 강하게 만
들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013-14 시즌 기간 동안 올림피아코스는 회원 등록을 하
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팬들을 위해 ‘팬 ID 카드’
제를 실시했으며, 첫 해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5
만 명 이상의 팬들이 그들의 ‘팬 ID 카드’를 구매했으며 그
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우리 클럽은 타이틀 우승 횟
수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3-14 시즌 기간에 올림피아코스는 남자 배구 및 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