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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배구, 도쿄행 대륙별 예선 출전권 딴다
아시아선수권 참가 위해 출국
16년 만에 우승 목표 총력전
8위 안에 들면 올림픽 예선 나가
임도헌 감독 선수들 부상 없고
컨디션 좋아 정상에 도전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
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2019 아시아
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11일 새벽 이란
테헤란으로 떠난다.
지난달 15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선수들
을 불러 모아 훈련해왔던 대표팀은 아시아
선수권 8위 안에 들어야 내년 1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대륙별 예선 출전권을 얻는다.
임도헌대표팀감독은 올림픽 대륙별 예
선 전초전인 이번 아시아선수권에서 우
승 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한국은역대아시아선수권에서2003년
대회 우승 이후 정상에 오르지 못했고, 직
전인 2017년 대회에선 3위를 차지했다.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임도헌(왼쪽) 감독과 정지석이 지난 7월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
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대륙간 예선전 출전 각오를 밝히고 있다.

올해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은 파키스
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와 같은 D조에
편성됐고, 예선 4개 조 1, 2위가 8강 플레
이오프에 오른다.
한국 대표팀은 도쿄올림픽 세계예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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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했던 선수 중 베테랑 세터 한선수(대
한항공), 라이트 문성민(현대캐피탈), 박
철우, 센터 지태환(이상 삼성화재)을 세
터 곽명우, 라이트 조재성(이상 OK저축
은행), 라이트 임동혁, 센터 진성태(이상

라건아, 농구월드컵 펄펄

한국 탁구, 올림픽 메달 가능성 타진 실전 모의고사

득점 리바운드 중간순위 1위 올라
한국은 1승 올리고 26위로 경기 마쳐

印尼 아시아선수권 15일 개막
남자복식 이상수 정영식
혼합복식 조대성 신유빈에 기대
2013년 이후 끊긴 금맥 이을지 관심
탁구 남녀 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
의 전초전인 제2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타진한다.
김택수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과 유남
규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대표팀은 12일 오
전 아시아선수권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족자
카르타로 출국한다.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올해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혼합
복식, 남녀 단체전 등 총 7개 종목에서 우승
을 다툰다.
한국은 남자 선수로 이상수, 안재현(이상
삼성생명), 정영식(국군체육부대), 장우진

대한항공)로 교체했다.
하지만 센터 신영석, 최민호(이상 현대
캐피탈), 레프트 정지석, 곽승석(이상 대
한항공), 나경복(우리카드), 세터 황택의
(KB손해보험)는 여전히 대표팀의 주축
으로 뛰고 있다.
한국은 예선을 통과하면 B조의 일본,
대만과 4강 진출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우승목표를달성하려면 아시아 최강 이란
과 중국, 호주 등의 벽을 넘어야 한다.
임도헌 감독은 이번 아시아선수권 목
표를 우승으로 정했다 면서 부상 선수가
없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내
년 1월 올림픽 예선을 대비해 준비한 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고 말했다.
대표팀은 소집 기간 프로팀과 7차례 연
습경기로 선수들의 실전 경기력을 끌어올
렸다.
임 감독은 연습 파트너 역할을 해준 프
로팀에 감사를 드린다 면서 외국인 선수
들도연습경기에뛰었기 때문에 높이에 대
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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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했다.

올해 호주오픈 남자복식 우승을 합작한 이상수

올해 체코오픈 혼합복식 우승 후 셀카를 찍는 조

(왼쪽)와 정영식.

대성(오른쪽)과 신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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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김민혁(한국수자원공
사), 조대성(대광고) 6명이 출전 선수 명단
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팀은 서효원(한국마사회), 전지희,
양하은(이상 포스코에너지), 유은총(미래
에셋대우), 이은혜(대한항공), 신유빈(수
원 청명중) 6명이 출전한다.
아시아선수권은 2년마다 개최되는데 올
해 대회에서는 2013년 부산 대회 이후 끊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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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맥을 이을지가 관심거리다.
금맥을 이을 한국의 전략 종목은 남녀 복
식과 혼합복식이다.
남자복식에선 올해 호주오픈에서 우승을
합작한 이상수-정영식 콤비가 우승을 노리
고 탁구 천재 듀오인 조대성-신유빈 조도
올해 체코오픈에서 깜짝 우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아선수권에서 녹색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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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을 꿈꾸고 있다.

한국남자농구대표팀라건아(30 현
대모비스)가 2019 국제농구연맹
(FIBA) 농구 월드컵 득점 리바운드
중간순위 1위에 올랐다.
라건아는 2라운드와 17~32위 순위
결정전 경기가 모두 끝난 10일 오전
FIBA가 발표한 득점 순위에서 23.0점
의 평균 득점으로 전체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 8일 코트디부아르
전에서 40분간 코트를 누비며 26점 16
리바운드로 맹활약해 한국의 대회 첫 승
을 이끌었다.
2위에는 뉴질랜드의 코리 웹스터
(22.8점)가 올랐고, 3위는 호주의 패티
밀스(21.8점)에게 돌아갔다.
리바운드에서도 라건아는 평균 12.8
개를 기록해 이란의 하메드 하다디
(10.8개)를 여유 있게따돌리고선두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편집=신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