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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FC가 1승1무

1패로 홈 3연전 일정

을마감했다

광주FC가지난13

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26라운드 고양과의 홈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후반 30분

박병원에게 선제골을 내준 광주는 후반

33분파비오의페널티골로 11 무승부를

이뤘다

강원과의경기를시작으로안산고양

을 상대로 한 홈 3연전 전적은 1승1무1

패가됐다

광주가 경기를 주도하고도 골 결정력

부족탓에승점 1을기록하는데그쳤다

전반 16분이종민의슈팅을시작으로

광주의 공격이 매섭게 전개됐다 파비

오를 중심으로 김민수조용태가 측면

을 두드리면서 고양 수비진을 괴롭혔

다

전반 34분에는 김민수가 프리킥 찬스

에서상대골키퍼가슴을쓸어내리게하

는 슈팅도 날리는 등 광주가 경기를 주

도했다

후반에도 파비오조용태가 플레이를

만들어가며 골문을 두드렸지만 마지막

결정력이부족했다 조용태의슈팅이골

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

다

잇단공격기회를살리지못한광주는

오히려후반 30분고양의역습에선제골

을내줬다

3분 만에 광주가 페널티킥 찬스에서

나온 파비오의 골로 승부를 11 원점으

로돌렸지만추가득점은없었다

강원과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

며 분위기를살렸던광주는안산전 01

패 고양전 11 무승부로홈 3연전을마

무리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 FC 상위권도약기회놓쳤다

K리그챌린지 주말홈 3연전 1승1무1패

광주시청의 황우진(24사진)이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 근대5

종선수권대회릴레이경기에서동메달

을획득했다

황우진은 이우진(한국체대 4년)과 한

팀을 이뤄 프랑스(1578점)와 벨라루스

(1576점)에 이어 3위(1445점)를 달성했

다황우진은 2012 런던올림픽에출전했

지만 승마에서 말이 쓰러지는 바람에

메달획득에는실패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올림픽월드컵

과함께세계 3대빅스포츠행사인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인천

아시안게임과 제주 전국체전에서의 메

달획득을밝게하고있다고기대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광주시청황우진근대5종 세계대회동메달

아시안게임메달획득기대

한국남자축구대표팀이인천아시안게

임첫승리를선사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2014 인천 아시

아경기대회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14

일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말

레이시아와의사전경기조별리그A조 1차

전에서 임창우(대전 시티즌)의 선제골에

이어김신욱(울산현대)김승대(포항 스틸

러스)의 연속골로 말레이시아를 30으로

완파 산뜻한출발을했다 전반 25분임창

우는 안용우(전남 드레곤즈)의 코너킥을

정확하게머리로받아선제골을뽑았다

후반들어더적극적인공세를편한국축

구 대표팀은 김신욱김승대의 합작으로 연

속 두 골을 장식했다 후반 32분 김신욱은

김승대와 좁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왼발슈팅으로말레이시아의골문

을흔들었다 4분뒤에는김승대가상대진

영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말레이시아의골망을흔들었다

4231 전술을 가동한 한국은 원톱

김신욱을 축으로 2선에 윤일록(FC서울)

김승대안용우(전남 드래곤즈)를 기용했

다 박주호(마인츠)와 이재성(전북 현대)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임창우김

민혁(사간 도스)장현수(광저우 푸리)김

진수(호펜하임)로 이어지는 포백 라인을

사용했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울산 현

대)가꼈다

한국은 오는 17일 오후 8시 안산와스타

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안게임

조별리그A조 2차전에나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골 골 골 한국 축구산뜻한출발

인천아시안게임

A조 1차전

임창우김신욱김승대골

말레이시아 30 제압

14일인천문학경기장에서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축구A조예선한국과말레이시아의경기에서

한국의김승대가세번째골을성공시킨뒤환호하고있다 연합뉴스
환호하는한국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