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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에서 한국 대표팀의 캡틴으로 맹활약한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친한 친구인 이청

용(크리스털 팰리스)과 잉글랜드 프리미

어리그 무대에서 맞붙게 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못했다

기성용은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하고자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

국하면서 어릴 때부터 친구인 이청용과

최고의 무대에서 같이 뛰게 돼 행복하다

며미소를지었다

FC 서울에서부터 함께 생활한 기성용

과이청용은 2008년부터는나란히태극마

크를 달아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다

이청용이먼저당시프리미어리그소속

이던 볼턴에 입단하며 해외 무대로 나섰

고 기성용은 같은 해 스코틀랜드 셀틱에

서유럽생활을시작했다

기성용이 2012년 스완지시티로 옮기면

서 함께 잉글랜드에 있게 됐지만 이청용

이 팀의 강등과 부상 등에 시달리면서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지는 못했

다 하지만 이청용이 마침내 볼턴을 벗어

나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팰리스로이적

하면서두선수는 꿈의무대에함께서게

됐다

스완지시티와 크리스털 팰리스는

20142015시즌 최종전인 38라운드에서

맞붙는다

기성용은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들어

전성기가 많이 남지 않은 터라 청용이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뤄져 기쁘다면서

이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라고밝혔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중원 사령관이자

주장으로그라운드안팎에서좋은모습을

보이며대표팀을이끌었다

기성용은코칭스태프와선수들의연결

고리 역할을 잘 해내고 싶었다 구자철과

이청용이 부상으로 나가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줘서 저도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동료에게

고마움을전했다

이어 울리 슈틸리케 감독님이 주장은

많이힘들거라고 팀이 어려울때버팀목

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걱정

됐지만 선수들 덕분에 힘이 났다 (박)지

성이형이나그전의선배들이얼마나노력

했는지 알겠더라고 한층 성숙한 면모를

보였다

그는 아시안컵의선전이슈틸리케감독

과 코칭스태프 선수가 모두 합심한 결과

라고강조했다

기성용은 슈틸리케 감독님이 오신 지

얼마되지않았지만선수들에게다가오려

고 많이 노력하셨다 한국 축구에 적응하

는 데 시간에 많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해

선수와 코칭스태프들도 도우려고 노력하

면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설명했

다

하지만 기성용은 여기에 도취하고 정

체되면 안 된다 선수들이 소속팀에서도

좋은 경기를 하면서 대표팀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해야한다고힘줘말했다

소속팀이손꼽아기다리는가운데발걸

음을재촉한기성용은당장이번주말부터

경기를소화할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성용 이청용과 EPL무대함께뛰어행복

FC서울한솥밥동반태극마크

어릴때부터친한친구사이

5월시즌최종전서맞대결예상

첫메이저대회인 2015 호주아시안컵

을 마친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

팀감독이휴가를떠난다

대한축구협회는 슈틸리케 감독이 오

는 6일출국해 2월말이나 3월초에귀국

할계획이라고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귀국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7일 K리그 클래식이

개막하기 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

했다

슈틸리케감독은스페인과독일등유

럽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세미나참석등으로현장에서기술

발전을 돕는다는 취지로 한국에 상주하

는 것을 조건으로 협회와 계약했다 물

론 비시즌에 기간을 정해 휴가를 보낼

수있도록하는조항도계약서에포함됐

다

당시감독후보자들가운데유럽에상

주하며대표팀을지휘할때만한국에오

겠다는입장을고수해협상이결렬될이

도있었다 슈틸리케감독은귀국후 3월

에 예고된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데이에열릴평가전을준비할예정이다

K리그 경기를 둘러보며 새로 대표팀

에 승선할 수 있는 재목을 발굴하는 작

업도바로시작될것으로관측된다

연합뉴스

휴가떠나는슈틸리케

K리그클래식광주FC가 4일북구신안동중흥건설접견실에서광주FC정원주대

표이사와비타민하우스용승재의장등이참가한가운데후원협약을체결했다 이

번협약으로비타민하우스는광주선수단에비타민 B1 B2 등이함유된 3종의제

품을연간공급한다광주는경기장내비타민하우스광고및각종프로모션활동을

지원할예정이다 광주 FC 제공

광주FC비타민하우스후원협약식

스페인독일등유럽행

복귀후평가전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