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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에 복귀한

광주 FC와 대전 시

티즌의 자존심 대결

이벌어진다

광주 FC가 오는 15일 오후 2시 대전월

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2015 K리

그클래식 2라운드원정경기를치른다

챌린지를탈출해올시즌클래식으로돌

아온두승격팀의맞대결이다

역대 전적으로 따지면 광주의 열세다

광주는 대전과 10차례 만나 3승2무5패 8

득점14실점을기록하며열세를보였다

하지만최근분위기로는광주가한발앞

서있다

챌린지 4위에서 기적 같은 승격을 이룬

광주는앞선인천과의시즌개막전에서후

반 48분 터진 이종민의 극적인 동점골로

22 무승부를기록했다

후반 46분 자책골로 패배를 눈앞에 뒀

지만포기하지않은근성으로값진무승부

를 만들어냈다

챌린지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치며 이

어온 상승세와 기존 멤버들이 풀가동되

면서 더 끈끈해진 조직력이 광주의 힘으

로꼽힌다

반면챌린지리그우승으로승격티켓을

따낸 대전은 부산과의 개막전에서 10 패

를기록하면서시즌을시작했다

최근 맞대결 흐름 양상도 광주에 기운

다

광주는 지난해 9월17일과 10월25일 안

방에서 치른 대전과의 경기에서 10 무실

점 완승을 기록하며 대전을 제압했다 강

한압박을통해경기의주도권을가져오면

서대전과의힘겨루기양상을돌려놨다

임선영 파비오 김호남등대전과의승

부에서좋은모습을보여줬던주축선수들

이 건재한 가운데 누구보다 대전을 잘 아

는수비수안영규의활약도기대된다

올시즌대전에서광주로이적한안영규

는 지난 인천과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해

광주포백수비진의한축을맡았다 대전

의 면면을 알고 있는 안영규는 이번 경기

에서공격봉쇄의중심에선다

전남드래곤즈는원정무승의사슬을끊

기위해길을나선다

전남드래곤즈는 14일오후 4시탄천종

합운동장에서성남FC와 2015 클래식 2라

운드대결을갖는다

안방에서열린제주와의개막전에서 1

1 무승부를 기록한 전남은 최근 원정 7경

기(2무5패)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

다 시즌 첫 승과 원정 무승 탈출을 위한

전남의도전이펼쳐진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FC 잘만났다대전클래식첫승기회

15일K리그대전원정경기

개막전극적무승부기세몰아

챌린지옛동료상대승점사냥

전남은 14일 성남과맞대결

광주FC 주장임선영이지난 11일 인천과의 K리그클래식개막전에서상대방과볼을다투고있다 이날맹활약한임선영은 1라운드

베스트11에선정되는영예를안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축구대회 지역

예선이 12일막을올린다

이날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어지는

지역예선에는국제축구연맹(FIFA) 회

원국 208개 나라가 출전해 31장의 본선

티켓을놓고겨룬다

12일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예선

이 시작되며 스리랑카(173위)부탄(209

위) 인도(171위)네팔(180위) 등 6경기

가펼쳐진다 이들나라는 17일에는홈과

원정을바꿔재격돌하며승리한나라가2

차예선에진출한다 아시아지역 2차예

선조편성은4월14일에결정되며우리나

라는2차예선부터경기하게된다

아시아에는 총 45장의 본선 티켓이

걸려있다

북중미 예선도 3월에 시작하며 오세

아니아는 6월 아프리카와 남미는 10월

에 예선이개막한다유럽은 9월에예선

이시작된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FC서울은 14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K리

그 클래식 홈경기에서 박주영의 입단식

을열기로했다고 12일밝혔다

서울은하프타임에 열리는 입단식 때

박주영에게 꽃을 전달한 팬 1명을 구단

페이스북을통해선발할계획이다 아울

러 서울은 시즌권을 구입한 회원 150명

을포함해팬 250명을상대로경기전서

울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박주영

의사인회를열기로했다

스타공격수박주영은 2008년까지서

울에서뛰다가프랑스모나코잉글랜드

아스널왓퍼드스페인셀타비고 사우

디아라비아 알샤밥을 거쳐 7년 만에 복

귀했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지역예선 12일 돌입

박주영내일 FC서울 입단식

한국4월14일 2차예선조편성

사인회등각종행사

K리그에 돌아온 박주영(FC서울오른쪽)이 지난 11일 입단 기자회견에서 최용수

FC서울감독과악수를하고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