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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앞으로다가온인천아시안게임에서우리나

라가다수의금메달을따낼수있는종목으로양궁

펜싱등 7개종목이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아시안게임개막이 30일앞으로다

가온 20일 한국선수단 경기력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대회에 열리는 36개 종목을 메달전략종목과

우세종목 약세종목의세가지등급으로나눠분류

했다

금메달을 다수 획득할 수 있는 종목인 메달전략

종목에는양궁과펜싱볼링 골프 사격태권도테

니스등 7개종목이이름을올렸다

금메달 획득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우세 종목

으로는 사이클 승마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럭비 요트 레슬링 야구가선정됐다

금메달 획득이 어렵거나 소수일 것으로 보이는

약세종목은육상배드민턴농구복싱카누크리

켓 축구 체조 카바디 공수도 조정 세팍타크로

스쿼시수영트라이애슬론역도우슈탁구배구

등 19개종목이거명됐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중

국이 월등한 경기력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2위

자리를놓고한국일본이경합하고있다며 우리

나라는볼링펜싱 유도 양궁 골프 태권도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본종목인 육상 수영에서

약세를면치못하고있다고경기력을분석했다

또 중국에대해서는 배드민턴 체조 탁구 역도

등에서세계 정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상

카누 조정 사격 수영 우슈 등에서 강세라고 평

가했다

우리나라와 2위경쟁을벌일일본의전력을놓고

는 수영 유도 종목에서 강세를 보여왔으나 육상

에서중국과중동세에밀려고전하고있다고분석

했다

대한체육회는이번대회에서금메달 90개이상을

획득해종합2위를수성하겠다는목표를내걸었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

안게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훈

련에 바쁜 중에도 참석해주신 선수와 지도자 여러

분께감사와격려의인사를드린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안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한 달 앞둔

각종목국가대표선수단이 금빛각오를다졌

다

20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

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D30일 국가

대표 임원선수 기자회견에 나선 한국 선수들

은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이니만큼 더 좋은 성

적으로보답하겠다고강조했다

한국양궁의간판오진혁(현대제철)은 올해

우리나라가안좋은일을겪었는데아시안게임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서 국민 여러

분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희망을 드리겠다

고목소리를높였다

체조에서금메달을일굴것으로주목받는양

학선(한국체대)은 도마뿐아니라다른종목에

서도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단체전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도록 노력하

겠다고다짐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까지 굴곡을 겪은 배

드민턴 이용대(삼성전기)는 개인적인 명예 회

복까지부르짖었다 이용대는행정적인착오로

선수자격정지징계를받으면서한때아시안게

임출전이불투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안 좋은일도있어아시안

게임에임하는각오가남다르다며 아직아시

안게임금메달없어서아쉬운데마지막으로생

각하고열심히 준비하고있다고 목소리를높

였다

4년전광저우대회에서 노골드 수모에이어

하계올림픽 종목 퇴출 위기 등 마음고생을 적

지 않게 한 레슬링에서도 대표로 나온 김현우

(삼성생명)도명예회복을외쳤다

김현우는 개인적인 명예 회복 실추된 역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냉정하게 준비하고 있다

며 광저우노골드수모를갚고싶어선수들이

죽기살기로열심히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20일서울태릉선수촌에서열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D30일국가대표임원ㆍ선수기자회견에서박순호선수단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아시안게임에서선전을다짐하며파이팅을외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 아시안게임金 90개종합 2위 목표

대한체육회 한국선수단경기력분석 발표

양궁펜싱등 7개 종목무더기메달예상

양학선이용대등각오밝혀

국가대표 금빛 다짐

국민께희망드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