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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FC의 캡

틴 임선영이 베스

트 11에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

맹이 11일 K리그클래식베스트 11을

선정해발표했다

광주의 터줏대감이자 주장인 임선

영은 광주 공격의 중심에서 적극적

으로 인천을공략하여 경기의 주도권

을 선점했다는 호평 속에 클래식 복

귀전에서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

다

광주는 인천과의 클래식 복귀전에

서경기종료직전터진이종민의동점

골로 22 무승부를기록했다

올 시즌 서울에서 전남으로 이적한

베테랑 수비수 최효진도 새 유니폼을

선보인자리에서베스트 11이됐다

최효진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재치

있는드리블과완벽한득점기회를만

들어낸개인기로오른쪽을지배했다

는평가를받았다

안방에서 개막전을 치른 전남은 제

주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스테보의 골

로 11 무승부를이뤘다

한편 6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전

북의 에두는 성남을 상대로 두 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20 승리를 견인 1

라운드MVP에등극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한국남자유도최고의라이벌로손꼽히

는 김재범(한국마사회)과 왕기춘(양주시

청)의 올해 첫맞대결이무산됐다 왕기춘

이 4강에아쉽게탈락했기때문이다

반면 한국 남자 유도 간판스타 김재범

(한국마사회)은 2015 여명컵 전국유도대

회겸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남자 81

정상에올랐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성연

(광주도시철도공사)은 당시 다친 발목 탓

에 유지영(경남도청)에게 패하면서 아쉽

게준우승에그쳤다

김재범은 11일 강원도 철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급 결승에서 이재형

(용인대)과 접전 끝에 모로돌리기 한판으

로승리하고금메달의주인공이됐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자격

으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나서지 않고

우승자에게주어지는랭킹포인트(15점)를

따낸 김재범은 2차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목에걸면서 1 2차 합계 랭킹포인트 30점

으로 81급최강자자리를지켰다

맞대결이기대됐던 라이벌 왕기춘은 4

강에서 이재형에게 안아돌리기 절반으로

물러나면서동메달에만족해야했다

남자 90급에서는 곽동한(하이원)이

김재윤(용인대)을 배대뒤치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우승했고 남자 100급에서는

조구함(수원시청)이 서동주(경찰체육단)

를 가로누르기한판으로제치고금메달을

따냈다

남자 100 이상급에서는 김성민(양주

시청)이 김수완(남양주시청)을 발목받치

기한판으로제압했다 곽동한조구함김

성민은모두지난해 11월국가대표 1차선

발전에이어 2차선발전까지석권했다

여자 70급에서는 유지영(경남도청)

이 발목을 다친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성연을 업어치기 한판으

로꺾고우승하며 1차선발전금메달에이

어정상자리를지켰다

78급과 78이상급에서는각각최미

영(경남도청)과 김민정(동해시청)이 시상

대가장높은곳에섰다

여수 무선중학교(교장 최홍섭) 유도부

는꿈나무유도선수평가전을겸한여명컵

대회에서 여중부 단체전에서 선채림(70

)김다혜(+70) 등의활약으로정상에

올랐다 또 광양 세풍초는 여초부 단체전

에서 3위를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프로축구 광주FC의 박해구 단장이

자리에서물러난다

박해구단장은지난 10일정원주대표

이사와면담을갖고구단의재도약발판

을마련하기용퇴하겠다는뜻을밝혔다

광주시에서만 33년을근무한 박 단장

은 광주가 2부리그로 강등된 뒤 2013년

사무처장으로선임되면서 1부리그승격

이라는임무를맡았다

2014년 광주의 1부리그 승격에 함께

한 박 단장은 광주가 강등돼 챌린지에

있는 2년 동안 구단을재정비하고 클래

식무대에서도다크호스로거듭날수있

도록많은준비를마쳤다면서1부리그

승격으로소임을다했다고생각한다 새

로운경영진과함께스폰서유치등에앞

장선다면 반드시 시민구단의 돌풍을 보

여줄수있으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

광주 FC는 시즌이 시작된 만큼 최대

한 빨리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수뇌부

공백을최소화하겠다는방침이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박해구광주FC 단장사의표명김재범화끈한한판승으로금메달
후임곧공개채용할듯

광주FC 임선영 기분 좋은시즌출발

K리그클래식베스트11 선정

전남수비수최효진도

광주임선영 전남최효진

11일강원도철원체육관에서열린 2015 여명컵유도선수권대회겸국가대표 2차선발전남자 81에서김재범(아래)과정해주가경

기를펼치고있다 연합뉴스

여명컵전국유도대회

광주도시철도공사김성연 은

여수무선중여중부단체전 금

<81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