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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광주 FC가

연패 탈출을

위해 제주 원

정길에 오른

다

광주 FC가 15일 오후 7시30분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2015 K리그 클래식 6라운드경기를치

른다 광주는 지난 12일 전북과의 대결

에서 23으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며

울산전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하고 있

다

4월 들어 승점을 쌓지 못했지만 충분

히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

줬다는점은고무적이다 화려한전력과

경력의 울산과 전북을 상대로 광주의

조직력축구를선보이며광주의저력을

보여줬다 특유의 패스 축구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마지막까지 경기의 긴장감

을유지 팬들의박수갈채를받았다

광주의 초반 돌풍이 우연이 아니었다

는것을보여주기는했지만프로의세계

는 냉정하다 내용은 물론 결과도 필요

하다

광주는 이번 제주와의 경기에서 승점

을 쌓겠다는 각오다 비슷한 두 팀의 만

남이다 제주는 광주처럼 짧은 패스를

통해공격을전개해나가는등광주와닮

은모습이다 지난경기에서는안방에서

포항을 10으로 꺾으며 2승2무1패(승점

8)로 4위로뛰어올랐다 광주는 2승1무2

패를 기록하며 승점 1점 차로 6위에 랭

크되어있다 이번 경기에 따라 두 팀의

자리가바뀔수도있다

승리를얻기위해서는뒷문단속이필

요하다 광주는 지난 5경기에서 9골을

내줬다 지난전북전에서도수비에서빈

틈을 보이며 역전패를 당하는 등 뒷문

강화가가장시급한숙제로언급되고있

다

광주남기일감독은여러조합을가동

하면서답을찾고있지만일장일단의결

과가나오면서여전히고민중이다 부상

악재도광주에게는뼈아프다 공격수김

호남과 송승민이 부상으로 전북전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장 임선영도

컨디션이좋지못하다

부상으로 100% 전력을 꾸리지는 못

하지만 대체 자원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는않다 지난전북전에서김호남의빈자

리를메운안성남은동료와의연계플레

이에서위력적인장면을연출했다

신인 주현우의 움직임도 눈길을 끌었

다 후반교체해들어간주현우는부지런

히상대진영을치고오르면서공격흐름

을주도했다 후반종료직전에는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

다

3월 무패행진을 펼쳤던 광주는 K리

그 클래식 첫 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하

지만 강적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경

기력을보이며희망을남겨두었다 실수

를 통해 강해져 가고 있는 광주가 제주

원정을통해반전을노린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18년 만에 목포에서열

린광주 FC와 전북현대의프로축구경기를위클

리 베스트로 선정했다 목포축구센터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양팀은 5골을 주고받는

화력전을펼치며목포를축구열기로물들였다 광주는전반 21분조용태의재치있는슈팅

으로선제골을기록했지만전반종료직전연달아두골을내주는등 23 역전패를기록했

다 광주FC제공

광주FC 4월 첫 승제물은제주

K리그클래식 6R 오늘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에승점 1점 뒤진 6위연패 탈출시도

태극전사들이

2018 러시아 월

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중

동의 두 팀과 힘

겨운 원정 경기

를펼치게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4일 말레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실시한 월

드컵예선조추첨에서쿠웨이트 레바

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G조에 편

성됐다

이에따라한국은 6월부터내년 3월

까지홈앤드어웨이방식으로치러지

는 2차예선을통해최종예선진출을

다투게됐다

추첨을통해각조에편성된 5개팀은

홈앤드어웨이방식으로팀당 8경기씩

을치르게된다

최종예선진출권은2차예선각조1

위 8개국과각조 2위팀중상위 4개국

등총 12개국에주어진다최종예선은

6개팀씩 2조로나뉘어치러진다

이날 추첨은 2019년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예선 조

추첨을겸해진행됐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조편성

▲A조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

비아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말레이

시아

▲B조호주 요르단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C조중국 카다르 몰디브 부

탄홍콩

▲D조이란 오만 인도투르크메

니스탄괌

▲E조일본 시리아 아프가니스

탄싱가포르캄보디아

▲F조이라크베트남태국 인도

네이시아 대만

▲G조한국 쿠웨이트 레바논

미얀마 라오스

▲H조우즈베키스탄 바레인 필

리핀 북한예멘

러월드컵 2차 예선 중동 모랫바람 뚫어라

한국 쿠웨이트레바논미얀마라오스와 G조편성

광주전북 5R 베스트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