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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독일프로축구분데스리가에서활약중인손흥민

(23레버쿠젠)이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는 호

주언론의주목을지속적으로받고있다

9일 호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에서 훈련하는 손흥민은 6일 호주 폭스

스포츠가 선정한 아시안컵에서 빛날 스타 10인에

이름을올렸다

그는 사흘 전에는역시 호주 신문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선정한 아시안컵 5대 스타 플레이어에

도뽑혔다 특히호주는한국과같은조별리그A조

에편성돼있어손흥민에대한관심이더욱각별한

것으로분석된다

호주 폭스스포츠는 손흥민에 대해 로비 크루스

의 레버쿠젠팀 동료라고 소개하며 올해 독일 분

데스리가 16경기에 나와 5골 2도움의 성적을 냈

다고전했다

크루스는 호주 국가대표 공격수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이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눈독을 들

이고있으며나이도 20대초반으로젊다고장래성

을높이평가하기도했다

이매체는 만일한국이조별리그에서호주를꺾

고좋은성적을내려면손흥민의활약이필수적이

라고진단했다

호주 폭스스포츠는 손흥민 외에 혼다 게이스케

가가와 신지(이상 일본) 나시르 알 샴라니(사우디

아라비아) 아슈칸데자가레자구차네지하드(이상

이란) 칼판 이브라힘(카타르) 오마르 압둘라만(아

랍에미리트) 알리 알 하브시(오만) 세르베르 제파

로프(우즈베키스탄)를선정했다

이 가운데 손흥민과 혼다 데자가 이브라힘 압

둘라만등 5명은시드니모닝헤럴드의 5대스타선

수에도뽑히는등이번대회를앞두고주목할선수

로꾸준히거론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대표팀이 2015 호주아시안컵의조별

리그결전지인캔버라로이동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 오

전시드니캠프의일정을모두마치고버스에몸을

싣고 캔버라로 떠났다 선수단은 숙소인 랠름 호

텔에여장을풀고현지의대킨스타디움이나매켈

라파크에서훈련에들어간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A조에 편성돼 10일 오

만 13일 쿠웨이트 17일 호주와 조별리그 13차

전을 치른다 오만 쿠웨이트와의 대결이 캔버라

에서펼쳐진다 슈틸리케감독은선수들뿐만아니

라자신의사기도높다고분위기를설명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최악의

전반전을딛고후반에많이회복했다며 핵심요

원이 빠진 상태로 완전한 전력을 갖추고 나온 상

대를꺾었다는사실이고무적이라고말했다

지난 4일 사우디와의 평가전에는 기성용(스완

지시티) 이청용(볼턴) 차두리(FC서울)가 결장했

다 현재 선수들의몸 상태는 대다수 양호한 편이

다 차두리는 무릎에 가벼운 부상이 있어 물리치

료와 휴식으로 재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리 근

육통으로훈련에차질을빚은골키퍼정성룡은치

료를 마치고 정상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소속 클

럽의 경기 일정 때문에 동료보다 늦게 대표팀에

합류한기성용과이청용도 컨디션을순조롭게끌

어올리고있다 연합뉴스

이세돌 9단(국내바둑랭킹 3위사진)이 2014년

상금왕에등극했다 그가지난한해동안거둔상

금은총 14억1000만원으로역대최다액수다

이세돌은 지난해 9월 막을 내린 중국의 구리 9

단과의 10번기에서 승리하며 500만 위안(약 8억

9000만원)의상금을챙겼다

렛츠런파크배 초대 우승 등 지난해 4관왕에 오

른것도상금신기록의원동력

이됐다

국내 기사가 연간 상금 14

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 9단이

처음이다 기존 연간 최다 상

금 획득액은 2001년 이창호 9

단이 벌어들인 10억2000만원

이다

상금 랭킹 2위는 지난해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김지석 9단(바둑랭킹 2위)이다김지석 9단

은지난해삼성화재배와 GS칼텍스배에서우승하

는등 5억6000여만원의수입을올렸다

3위는국내바둑랭킹 1위인박정환 9단으로 4억

9300여만원 4위는 최철한 9단 2억7000여만원 5

위는강동윤 9단 2억5400여만원이다

한국여류기사로서처음으로연간상금 1억원을

돌파한 최정 5단은 1억325만원을 모아 상금 랭킹

11위에올랐다 연합뉴스

이세돌 2014년 바둑상금왕등극사상 최초 14억 돌파

2위김지석3위 박정환

슈틸리케호 호주 캔버라로이동자신감사기 최고

10일 오만13일 쿠웨이트전치러

호주아시안컵에출전하는한국축구국가대표팀의기성용과선수들이 6일오후호주캔버라디킨스

타디움에서훈련하며러닝을하고있다
손흥민호주언론의관심세례

아시안컵서빛날스타 10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