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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에인트호번의 홈구장인

필립스슈타디온에또다시현역에서은퇴한 영원한

캡틴 박지성<사진>의 응원가인 위숭빠레가 울려

펴졌다

18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슈타디온

20142015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16라운드에서

페예노르트와맞붙은에인트호번은난타전끝에루

크데용의해트트릭을앞세워 43 승리를거뒀다

이날 에인트호번의 승리보다 더 홈 팬들을 감동

시킨 것은 하프타임에 치러진 박지성의 공식 은퇴

식이었다

2002년 에인트호번에 입단하면서 유럽 무대에

처음 데뷔한 박지성은 3시즌을 활약하면서 64경기

동안 13골을터트리는맹활약을펼쳤다

무엇보다 2004200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

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AC밀란(이탈리아)를상대

로 터트린 기막힌 골은 에인트호번 팬들의 뇌리에

깊숙이자리잡고있다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로 이적

한 박지성은 퀸스파크 레인저스(잉글랜드)를 거쳐

지난 시즌 에인트호번으로 복귀해 임대로 한 시즌

을보낸뒤올해현역에서은퇴했다

이날 행사는 에인트호번이 마련해준 박지성의 공

식은퇴식이었다 전반전이끝나고마련된공식은퇴

식에서 그라운드에

나선 박지성을 향해

팬들은응원가인 위

숭빠레(박지성의네

덜란드식발음)를크

게 부르면서 영웅의

은퇴를아쉬워했다

특히 관중석에는

태극기 중앙에 에인

트호번유니폼을입은박지성의모습이그려진대형

통천이내걸렸다통천에는한국에서온전사(War�

rior from the south)라는글귀가쓰였다관중의환

호에 박수로 화답한 박지성은 감사의 인사말을 전

한뒤후반전부터아내김민지씨은사인거스히딩

크감독과나란히앉아경기를관전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광주FC가 여자축구활성화를 위해

지역학교에축구공 400개를선물했다

광주 FC는 18일 서구 월드컵경기장 2층 사무

국에서지역학교체육교사들을초대해축구공을

전달했다 이번지원은체육진흥투표권주최단체

지원금중여자축구활성화기금을통해이뤄졌으

며 지역 초중등 40개교에 10개씩 총 400개의 축

구공을지원했다

여자축구활성화를 위해 2014년 광주 FC와 희

망축구교실을 진행한 학교 중 여학생의 참여가

활발한학교를선정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독일프로축구분데스리가가시즌반환점을맞

이하는 가운데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

젠사진)이전반기마지막경기에서자신의한시

즌최다골타이기록에다시도전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레버쿠젠은 오는 20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부터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42015 분데스리가 17라

운드 홈경기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격돌한다

레버쿠젠에서두번째시즌을소화중인손흥민

은각종대회를합해 11골을터뜨려한시즌개인

최다득점기록(12골)에한골만을남겨뒀다 그러

나 지난달 23일 하노버96을 상대로분데스리가 5

호골이자 시즌 11호골을 기록한 이후 한 달 가까

이득점포가침묵하고있다

올시즌정규리그와챔피언

스리그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등 소속팀 경기는 물론

국가대표팀까지오가며쉴틈

이 없었던 손흥민은 최근 다

소페이스가주춤하며보루시

아 묀헨글라트바흐와의 15라

운드에서는후반12분만에교체되기도했다

하지만 18일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풀타

임을 뛰며 정확한 패스로동료들에게 기회를 만

들어주는역할을하는등팀의승리에힘을보탰

다

특히 20일 열리는 이번 경기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

안컵 대표팀 최종명단 발표 이전 마지막 경기인

만큼손흥민의 컨디션을가늠해볼 기회가 될전

망이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인트호번홈구장에서관중들이 한국에서온전사(Warrior from the south)라는글귀와함께태극기중앙에에인트호번유니폼

을입은박지성의모습이담긴대형현수막을내걸며박지성의은퇴식을기념하고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에다시울려퍼진 위숭빠레
<박지성응원가>

PSV 에인트호번홈구장서박지성공식은퇴식열려

손흥민시즌반환점서 12호골 도전

내일분데스리가프랑크푸르트전출격

광주FC 여자축구파이팅

지역학교에축구공 400개 전달

광주 FC가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여자축구활성화를위한축구공전달식을가졌다 사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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