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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고(故) 민관식전대한체육회장과한국

최초의세계선수권우승자장창선(71) 전

태릉선수촌장이대한체육회2014년스포

츠영웅에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발

표하며고민관식회장은태릉선수촌건

립등한국스포츠근대화의토대를다진

분이고 장창선 전 선수촌장은 1966년 미

국 세계레슬링 선수권대회 우승으로 한

국최초의세계선수권자가됐다고 선정

이유를설명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는

추천인단과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출입

언론사 프로경기단체 일반 국민으로부

터후보자24명을접수심사과정을통해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고 민관식 회

장과 장창선 선수촌장을 올해의 스포츠

영웅으로선정했다

스포츠영웅 사업은 2011년 시작돼 첫

해에는고손기정옹과역도김성집대한

체육회 고문이 선정됐고 2013년에는 서

윤복 체육원로가 이름을 올렸다 2012년

에는대상자를선정하지못했다

2014 스포츠영웅 헌액식은 12월19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

서열린다

연합뉴스

첫 해외 원정길에 오르는 슈틸리케호

의 과제는 이란 원정 징크스 깨기와 내

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에 대비한 공격

수시험으로집약된다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이끄

는 축구 대표팀은 10일 요르단 암만으로

떠났다 사령탑 부임 이후 9월 베네수엘

라전(31승)과 우루과이전(01패)을 관

중석에서지켜본슈틸리케감독은 10월

본격적으로 지휘봉을 휘두르며 파라과

이전(20승)과 코스타리카전(13패)을

치렀다

부임이후한국축구는평가전에서 2승

1무1패라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더불어 제로베이스의 관점에서직접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편견 없이 선수들

의 기량을 평가하는 슈틸리케 감독의 모

습은 축구 팬들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다

가오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시

간으로 오는 14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

단대표팀과맞붙고 18일에는이란테헤

란에서이란대표팀과대결한다 첫 해외

원정길에 나서는 슈틸리케 감독은 다양

한과제를떠안고있다

슈틸리케 감독의 가장 큰 임무는 이란

과얽힌징크스탈출이다 한국은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7무11패로 밀려 있다

특히 테헤란의 알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는 아직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이란 원

정징크스를떠안고있다

태극전사들은지금까지이란의테헤란

에서 세 차례 평가전을 치르면서 1무2패

로 부진했다 3경기 동안 단 1득점에 4실

점했다

징크스탈출시도는곧바로 공격수시

험과평행선을이룬다 슈틸리케감독은

중동 원정을 앞두고 그동안 발탁하지 않

았던 공격수 2명을 선택했다 동갑내기

공격수인 박주영(알 샤밥)과 이근호(알

자이시)다

박주영(A매치 66경기 24골)은 대표팀

의주전공격수자리를꿰차고있었고이

근호(A매치 69경기 19골)는 주로 조커

로활약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 한동안 소속팀을 찾지 못했던 박주

영을 처음 발탁했다 찬반논란이 거셌지

만 직접눈으로확인해보겠다는의지에

따라 중동원정에 합류했다 박주영이 앞

으로슈틸리케호에이름을올리기위해선

이번중동원정에서의활약이필수다

또지난 9월카타르리그로이적한이근

호는 현지 적응의 시간을 주겠다는 대표

팀 코칭스태프의 배려로 그동안 슈틸리

케호에 승선하지 않았다 브라질 월드컵

에서 1골을책임진이근호역시슈틸리케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겠다는 의지

가크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

지시티에서 활약하는 미드필더 기성용

(25)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이 강호 아

스널에역전승을거두는데힘을보탰다

기성용은 10일(한국시간) 웨일스의 리

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

미어리그 11라운드 아스널과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

를누볐다

공격포인트를작성하지는못했지만 패

스연결과상대공격흐름차단등중원에

서 안정된 기량을 뽐냈다 기성용은 국가

대표팀에 합류해 요르단(14일) 이란(18

일) 원정평가전에나설예정이다

스완지시티는 아스널과 후반에만 3골

을 주고받는 접전 끝에 21로 역전승 최

근 3경기무패(2승1무)를이어가며프리미

어리그 5위(승점 18)로도약했다

아스널이후반18분산체스의골로먼저

골문을열었다

하지만스완지시티는후반30분길비시

귀르드손의벼락같은오른발프리킥이골

대앞에서뚝떨어지면서그림같은동점골

로 균형을 맞췄다 3분 뒤에는 몬테로가

왼쪽측면에서올린크로스를바페팀비고

미스가머리로받아넣으며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역전결승골로장식했다

연합뉴스

10일(한국시간)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스완지시티의기성용이아스널의대니웰벡과

공중볼다툼을하고있다이날스완지는아스널에21로역전승을거뒀다 연합뉴스

기성용의스완지 아스널에 21 역전승

두 85년생 이란원정징크스깨라 특명

슈틸리케호 14일 요르단18일 이란전

아시안게임대비주전공격수시험무대

고 민관식장창선 대한체육회올해의스포츠스타 선정

민한국스포츠근대화이바지

장 레슬링세계대회첫우승
고민관식 장창선

<박주영이근호>

박주영 (1985년 7월10일)

등번호 10번

키몸무게 183 72

소속팀알샤밥(사우디)

A매치(출전득점)  6624

이근호 (1985년 4월11일)

등번호 11번

키몸무게 177 75

소속팀알자이시(카타르)

A매치(출전득점)  6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