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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슈틸리케한국축구대표팀감독의

활동폭이넓어지면서운동장이시험분위

기에빠져들고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내년 1월 호주에서 열

리는아시안컵을앞두고국내선수들의기

량을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다 그는 이

런 맥락에서 22일 멀리 경북 상주에서 열

린 상주 상무와 FC서울의 FA(대한축구

협회)컵 4강전을직접관전했다

슈틸리케감독은 K리그구단들의경기

를될수있는대로많이보는게목표라며

모든선수를지켜보고있다고밝혔다

그는해외파선수의정보는따로보고를

받고있다며아시안컵이끝날때까지이들

을 별도로 찾아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K리그 클래식에서 나름대로 장기

를 지닌 선수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기회

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대

표사령탑의방문은인지도가높은선수들

뿐만아니라샛별들에도선전의동기가될

것으로관측된다 대한축구협회기술위원

회나슈틸리케감독은탐색대상자나대표

팀후보군을밝히지않고있다

슈틸리케감독도많이지켜보면이를토

대로새로운것을알고시도할수있을것

이라며탐색대상을굳이제한하지않았다

그는아시안컵에나설선수들을물색하

고있지만 19세 이하 23세 이하선수들까

지도지켜보고있다고밝혔다

다음 달 14일 요르단 18일 이란과의 원

정 평가전을 앞두고 진행되는 평가에서는

누가 호평을 받아 시험대에 오를지 새 얼

굴이등장할수있을지주목된다 연합뉴스

감독님이보고있다슈틸리케등장에K리그긴장

전남도체육회 신임 집행부 임원들의

전남체육진흥기금 쾌척에 이어 광주은

행금호고속 등 지역 기업들의 성금도

잇따라답지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무안군 삼향읍

전남체육회관에서김영준광주은행부

행장과 정희기 금호고속 전무이사가

전국체전 전남선수단 격려 성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전달했다고 23일 밝

혔다

광주은행이 전남체육진흥기금을 기

부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건설업계도 전남체육 육성에 동참했

다

전국체전 마라톤 입상 격려금을 지원

했던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김영

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정종오)는마라톤에서입상을하지못하

더라도 격려금을 전남선수단에 내놓기

로했다

앞서 전남도체육회 신임 집행부 임원

들은 전남체육진흥기금으로 5500만원

을모아기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희기(맨 왼쪽) 금호고속 전무이사와 윤영철(세번째) 전남펜싱협회장 김영준(맨

오른쪽)광주은행부행장이전남체육진흥기금을쾌척한뒤이낙연전남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상주상무FC서울 FA컵관전국내선수기량파악

아시안컵출전선수물색19세 이하도지켜보고있다

지난 22일 K리그 FA컵 4강상주상무와 FC 서울의경기를관전한슈틸리케축구국가

대표감독이관중에게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전국체전최선다해주세요

광주은행금호고속등기업

선수단에격려성금쾌척

프로축구 광주 FC가 2014시즌 홈 마지

막경기에서 4강행불씨를살린다

광주 FC가 25일오후 2시광주월드컵경

기장에서 2014 K리그챌린지 33라운드대

전 시티즌과의 경기를 갖는다 홈에서 치

러지는시즌마지막경기다

광주는 앞선 충주와의 경기에서 12 패

를기록하면서 11승11무10패(승점 44)로 5

위에 머물러 있다 승점을 더하지 못하면

서 플레이오프 티켓 마지노선인 4위 강원

과의승점은 4점차로벌어졌다

홈폐막전에서만나는상대는선두대전

이다강적을만나게된것이부담이지만지

난 9월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뒤 상승세

를탔던좋은기억이있다 대전전승리이

후광주는2승1무를달리며순위상승에불

을 지폈다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 복귀 후

첫골을넣은측면공격수안성남을필두로

홈마지막승리를노리겠다는계획이다

홈 팬들과의 작별 인사를 위해 푸짐한

경품과 먹을거리 볼거리 등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남문 매표소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입구) 일대에서

는오후 12시부터치킨(이벤트경품)과솜

사탕팝콘각종음료등무료나눔행사를

연다스피드건을이용한슈팅게임과선수

단 팬사인회 프리허그 등의 행사도 진행

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FC 내일홈폐막전사인회등각종행사

K리그챌린지대전시티즌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