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선발기준 

 

대회개요 

 기간: 2018. 8. 22 ~ 27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1. 선발(공통사항) 

1) 선수 선발 요구 조건 

가. 대한민국시민권/여권 조건 

 선수는 한국시민권을 2018년 5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여야 함. 

 최소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 이후 여권기간 6개월이상 남아 있

어야 함. 

나. 선발인원: 대한체육회 전형 인원을 토대로 선발함 (추후 공지). 

다. 기준기록: 대한육상연맹 2018 아시아경기대회 기준기록 (부록 1. 참조) 

라. 마라톤 및 경보 종목은 IAAF 코스 인정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기록만 

기준기록으로 인정함. 

마.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이전 부상 선수는 제외 하며, 만약, 부상을 숨기

고 참가하면 상벌위원회에 상정 함. 

바. 2018 아시아경기대회 파견대상 선수단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함. 

 

2. 트랙 & 필드 

1) 선발기준 

가. 선발대회 

    - 대회명: 제7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 기간: 2018. 6. 26 ~ 29 

    - 장소: 정선 

나. 선수선발기준 

1) 제7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중 1위, 2위 선수이며 아

시아경기대회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 

2) 1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 기준기록 통과 선수가 없을 시에

는 결승경기 메달 획득(금, 은, 동) 예상 선수 

3)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 기준기록 통과 선수가 없을 

시에는 결승 경기 8위 입상 예상 선수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2020 도쿄올

림픽을 대비하여 육성 종목 선수. 

 

3. 마라톤 

1) 선발기준 

가. 선발대회 

    - 대회명: 2018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겸 제89회 동아마라톤대회 

             (이하 “서울국제마라톤” 이라한다) 

    - 일자: 2018. 3. 18 

    - 장소: 서울 

나. 선수선발인원: 4명 (남자 2명 / 여자 2명) 

다. 선수선발기준 

1) 2018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남·여 우승선수 각 1명

을 우선 선발한다  

2) 나머지 남·여 각1명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서울국제마라톤대회를 포함한 국내·외 각종 공인대회에서 최

우수 기록을 수립한 선수를 선발한다. 



4. 경보 

1) 선발기준 

가. 선발대회 

1) 종목: 20km경보 

       - 대회명: 2018 아시아경보선수권대회 

       - 일자: 2018. 3. 18 

       - 장소: 일본, 노미 

2) 종목: 50km경보 

       - 대회명: 2018 IAAF 경보팀선수권대회 

       - 기간: 2018. 5. 5 ~ 6 

       - 장소: 중국, 타이창 

나. 선수선발기준 

1) 2018 아시아경보선수권대회 및 2018 경보팀선수권대회 참가 선수중 

1위, 2위 선수이며, 아시아경기대회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 

2) 1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 기준기록 통과 선수가 없을 시에

는 결승경기 메달 획득(금, 은, 동) 예상 선수 

3)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 기준기록 통과 선수가 없을 

시에는 결승 경기 8위 입상 예상 선수.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2020 도쿄올

림픽을 대비하여 육성 종목 선수. -끝-. 

 

 

 

 

 



<부 록> 

2018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기준기록 

남자 종목 여자 

10.21 100m 11.51 

20.75 200m 23.60 

45.73 400m 52.53 

1:47.23 800m 2:01.42 

3:40.94 1500m 4:12.18 

13:39.58 5000m 15:14.34 

28:17.98 10000m 31:59.24 

8:35.69 3000mSC 9:50.43 

13.53 110mH/100mH 13.22 

50.61 400mH 56.85 

2.25 높이뛰기 1.90 

5.38 장대높이뛰기 4.18 

7.86 멀리뛰기 6.44 

16.82 세단뛰기 13.95 

19.52 포환던지기 18.01 

62.06 원반던지기 59.49 

71.89 해머던지기 65.26 

81.89 창던지기 59.35 

7799 혼성 5436 

1:22:22 20Km 경보 1:33:46 

3:51:40 50Km 경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