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제19825호 ��
인천 아시안게임D2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금메달에 도

전하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22

28일(현지시간)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리는 국제체

조연맹(FIG)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지막 모의고

사를치른다

이번대회에는야나쿠드랍체바를비롯해마르가

리타 마문(이상 러시아) 멜리티나 스타니우타(벨

라루스) 안나리자트디노바(우크라이나) 등최정상

급선수들이총출동한다

올 시즌 목표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맞춘 손연

재는이번대회에서후프볼 곤봉 리본등전종목

에서 아시안게임 메달 안정권으로 평가받는 17점

후반대 점수를얻기위해최선의연기를펼칠전망

이다

손연재는 올 시즌 해외 전지훈련을 거듭하며 약

점으로 지적된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연기가 예전보다 훨씬 정확해졌고 착지나 회

전 때 불안했던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4월리스본월드컵에서시니어데뷔이후첫

개인종합우승을차지하는쾌거를이룬손연재는지

난달던디월드컵에서는동메달을따내며상승세를

이어갔다아울러이번대회에는손연재와아시안게

임에서금메달을놓고다툴경쟁자들이대부분참가

해 미리보는아시안게임으로도큰관심을끈다

손연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의

덩썬웨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덩썬웨

는지난해세계선수권대회에서손연재(5위)를제치

고 4위에올랐다 아시아선수가세계선수권대회에

서 4위를 기록한 것은 덩썬웨가 처음이었다 작년

아시아선수권에서도 볼리본에서 금메달을 따내

개인종합후프곤봉금메달을딴손연재의독주를

막았다

올 시즌 처음 맞대결을 펼친 지난달 던디 월드컵

에서는 손연재가 3위 덩썬웨가 7위를 차지하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됐다 그러나 덩썬웨가 발목 부상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는 여전히 경계해야 할

선수다 연합뉴스

2014인천아시안게임개막을사흘앞둔 16일인천의한훈련장에서우리나라여자양궁팀이훈련을하고있다주현정(오른쪽부터)장혜진이특영윤다소미가사

대에서있다 연합뉴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5회연속종합 2위수

성을목표로내건한국선수단본진이격전지인인

천에입성했다

박순호 선수단장 등 본부 임원들로 구성된본진

60여명은 16일오후 4시께인천남동구에있는선

수촌에도착해짐을풀었다

본진에 선수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단복인흰

색상의와붉은색하의를깔끔하게차려입은본부

임원 등은검색게이트를통과하며 상기된 표정을

지우지못했다

박순호 단장은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면서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우리가 이번 아

시안게임에서 목적으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과지혜를모을것이라고말했다

박단장은 이번아시안게임목표인금메달 90개

이상에대해 해봐야알지만 그정도는가능할것

이라고 본다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금메달 100

개를생각하고있다고했다

그는 세월호참사등올해크고적은사건사고

가많이나서국민들마음의상처가컸다면서 이

번아시안게임을통해서그런것을깨끗이씻는계

기를 만들고국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도록 노

력하겠다고덧붙였다

한국선수단은지난 13일남자배구가가장먼저

입촌했고 14일에는여자배구와수영경영대표팀

등이 뒤를 이었다 대회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보이는사격대표팀도승마 사이클대표팀

과 함께 15일 선수촌에 여장을 풀었다 선수단 본

진이 도착함에 따라 한국은 18일 오후 4시에 선수

촌앞국기광장에서공식입촌식을갖고 본격적인

메달레이스를시작한다

한국은국내에서세번째로열리는이번아시안

게임을맞아역대최대규모로선수단을꾸렸다

36개 전 종목에걸쳐선수 831명 임원 237명 등

총 1068명으로구성된한국선수단은전통적인효

자종목인양궁펜싱 사격태권도등을앞세워금

메달 90개이상을획득 1998년방콕대회부터 5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한다 2010년광저우 아시안

게임에는 1010명이 참가했고 2002년 부산 대회에

는 1007명으로선수단이구성됐다

한편 14일 첫 경기를 시작한 남녀 축구 대표팀

은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파주 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머물며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

된야구대표팀은대회기간에맞춰 19일선수촌에

들어온다 연합뉴스

준비는끝났다金 90개종합 2위 수성다짐

손연재22일터키선수권출전

아시안게임메달미리점친다

中덩썬웨등라이벌들총출동

아시안게임선수단본진인천도착

태극女궁사들금빛과녁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