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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타이페이에서열리는제29회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

단이 17일오전출국했다

김홍식 선수단장(대한체육회 대한대학

스포츠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선수단

은 선수 319명 경기임원 71명 본부임원

25명등총 415명으로이뤄졌다

대회일정상수구 축구 테니스등일부

종목 선수들이 15일부터 출국했고 이날

은 수영 배구 야구 남자농구 본부임원

등총 110여명의선수단본진이타이페이

로떠났다

19일부터 30일까지열리는타이페이하

계유니버시아드에한국은 22개 종목에출

전한다

펜싱 남자사브르세계랭킹 1위 구본길

(국민체육진흥공단) 66급 한국 유도의

간판 안바울(남양주시청) 양궁 김우진(청

주시청)과 최미선(광주여대)을 앞세워 한

국은금메달 23개 이상을획득해종합 3위

에오르겠다는목표를세웠다

한국은 2년전안방에서열린 2015년광

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금메달47개 은

메달 33개 동메달 28개 등 총 108개의 메

달을 획득해 대회 사상 처음으로 종합 우

승을달성했다 연합뉴스

최근 대한배구협회 임원이 김연경

(29중국 상하이)에게 그랜드 챔피언

스컵(9월 510일일본)출전의사를물

었다

그랜드 챔피언스컵은 애초 김연경이

당연히 출전하지 않을 대회라고 생

각한 이벤트성대회다 결국김연경이

출전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지만 배

구협회임원의 출전의사타진은배구

계안팎에서혹사논란을일으켰다

김연경을 비롯한 여자배구 대표선수

들이 최근 너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

고있다정작올해가장중요한국제대

회인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예선전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2024

일태국에서열리는세계선수권예선전

에서 태국 베트남 이란 북한과 라운

드 로빈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5개

팀중 2개팀이 2018년세계선수권출전

권을 얻는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을위해서는세계선수권본선에진출해

최소한의 세계랭킹을 유지해야 유리하

다 한국은 이번 세계선수권 예선에서

태국과 1 2위를다툴전망이다 하지만

아시아선수권에서 김연경이 빠졌을 때

베트남과 고전할 걸 떠올리면 방심할

수도없다

현재필리핀에서진행중인아시아선

수권대회는 4강 안에만들어도크게손

해 보지 않는다 4강전 태국전 패배가

아쉽지만 이미 목표는 달성했다 그러

나 대표선수 관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다

한국대표팀은지난 7월불가리아 폴

란드 한국 독일을오가며한달여간그

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를 치렀다 8

월 들어서는 아시아선수권대회까지 출

전했다 9월에는올해가장중요한세계

선수권대회 아시아 예선전을남겨뒀다

그사이그랜드챔피언스컵이열린다

이처럼 국제대회 일정이 빡빡하기는

해도 이미 예정된 대회들이다 배구협

회가 프로 구단과 상의해 각 대회에 나

설 대표선수들을 결정할 시간도 있었

다 그러나 여자대표팀은 그랑프리는

12명 아시아선수권은 13명이 출전해

대회엔트리 14명마저채우지못했다

중국 여자배구대표팀은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 2진을내보냈다 태국은최근

여러 대회를 치르면서 20명 정도의 선

수가 함께 움직였다 대회 엔트리는 14

명이지만 대회 특성을 고려해 언제든

56명을 교체하며 선수들의 체력을

아꼈다

하지만부족한선수들로강행군한한

국 대표팀은 결국 주전 센터 양효진(현

대건설)이아시아선수권대회도중허리

부상으로 쓰러졌다 여기에 김연경은

물론 김희진 김수지(이상 IBK기업은

행) 박정아(한국도로공사) 등 대표팀

주전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깊은 우려

를자아낸다

한국남자대표팀은도쿄올림픽본선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 안타까운 상

황이지만 장기 계획을 세울 기회이기

도하다 여자배구대표팀의체력안배

남자 대표팀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배구협회와 프로배구팀들이 함께 풀어

가야할숙제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배구협회

가 머리를 맞대고 대표팀 운영 방안을

새롭게만들어야한다는지적이높다
연합뉴스

대만타이베이에서열리는제29회하계유니버시아드에출전하는대한민국선수단이 17일오전출국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 선수

단은선수319명 경기임원71명 본부임원25명등총 415명으로이뤄졌다 연합뉴스

김홍식 2017 타이베이 하계U대회 선수단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7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

수단기로사용될태극기를휘두르고있다 연합뉴스

U대회한국선수단출국금 23개 이상종합 3위 목표

내달 세계선수권 예선 앞두고

다치고 지친 여자배구 대표팀
빠듯한일정엔트리부족에

양효진부상주전 체력저하

대표팀차출문제도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