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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 안방 불패의

광주 FC가 분위기 반전

에나선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오는 23일 오후 7시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015 K리그클래식 27라운드제

주유나이티드와의홈경기를치른다

광주는 지난 19일 최하위 대전 시티즌과의 대결

에서 12 패배를기록하면서 6경기 연속무패행진

에실패했다 한 경기를덜치르기는했지만 7위 인

천유나이티드와의승점차이가 5점으로벌어졌고

6위전남드래곤즈와도 7점차가난다

홈 6연전의세번째경기를앞둔광주에게반전을

위한승리가필요하다 제주와의만남은반갑다 광

주는제주와의맞대결에서 3승 1무 2패를기록하며

우위를점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 치른 경기에서는

무패행진을달리고있다

제주의추격을따돌려야하는경기이기도하다 8

위광주는9위제주보다승점 1점앞서있다경기결

과에따라서는순위가바뀔수도있는만큼 제주전

안방불패를이어가야한다

앞선 대전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남겼지만 3경기

만에득점포가가동된것은반갑다 여름이적시장

을통해광주유니폼을입은브라질출신공격수까

시아노가한국무대데뷔골을넣으며광주의골침

묵을깼다 이날 까시아노는조용태의패스를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기다렸던 득점포를 가동했

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동료들과의 호흡이 좋아지

고있다는점도고무적이다

특유의 스피드를 보여줄 시간이 부족했지만 또

다른 신입생 다니엘도 데뷔전을 치렀다 여기에 경

고누적으로관중석에서대전과의 경기를지켜봐야

했던 송승민도 징계에서 돌아오면서 다양한 전술

시도가가능하다

광주를찾는제주는최근 2연패포함 5경기에서 1

무4패를당하면서 9위로내려앉은상태다 로페즈

까랑까시로 외국인트리오와송진형이이끄는공

격진의움직임이위력적이지만뒷문이부실하다

제주는 26경기에서 42실점을하면서클래식 12개

구단 중 최다 실점부문 2위에 올라있다 최근 6경

기에서도 연속실점을하면서무려 15골을 내줬다

광주는 허약한 뒷문이라는 제주의 약점을 파고들

어야한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1승 1패 4월 치른 6라운드

제주원정에서 12로 패배를당했지만 5월 안방에

서 치른 13라운드 경기에선 10 승리를 신고했다

이승리는광주의마지막홈승리이기도하다 광주

는제주전승리이후지옥의원정 10연전을떠났다

그리고안방으로돌아와치른최근두경기에서 1무

1패만남겼다

광주가 제주전의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승리사냥에나선다 김여울기자wool@

전남 드래곤즈 이종호의 가마꾼 세러모니가

SHILLA STAY이달의골세리머니상으로선

정됐다

이종호는 지난 7월26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

린 2015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제주와의 경기

에서 선제골을 성공시킨 뒤 수문장 김병지의

700경기 대기록 출전을 축하하는 가마꾼 세러

모니를선보여눈길을끌었다 <사진>

이세러모니는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포털사

이트 네이버에서 진행된 팬투표에서 3691%의

지지를 얻으며 7월 K리그 최고의 골 세리머니로

선정됐다 전북 루이스의 뽀뽀 세례세리머니는

2116%의득표율로 2위에올랐다

이종호는 평소 롤모델로 생각했던 김병지 선

수를 위해 준비한 골 세러머니로 (김병지) 삼촌

을위해골을넣겠다고했던약속을지켜서기쁘

고스스로자랑스럽다고소감을밝혔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유럽 프로축구 구단 가운데 유니폼 가치가 가

장높은구단은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것으로조사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20일(한국시

간)유럽축구클럽의유니폼가치를조사해순위

를 매겼다 20152016시즌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니폼 제조업

체인 아디다스로부터 1년간 1억1700만 달러(약

1380억원)를지원받고메인스폰서인쉐보레로부

터 연간 7990만 달러(약 942억원)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연간유니폼가치는둘을합친 1억9500

만 달러(약 2300억원)

에이른다

2위는 첼시로 아디

다스에서연간 4700만

달러 요코하마 타이

어로부터 6230만달러

를 받아 총액 1억930

만달러를기록했다

아스널이 9400만 달러로 3위 리버풀(8260만

달러)과 맨체스터시티(8100만 달러)가 45위로

뒤를 이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7950만 달러로 6위에 올랐고 FC바르셀로나는

6890만달러로 7위였다 연합뉴스

승리절실한광주 23일안방서제주사냥

대전전서 12패 분위기 반전 노려

상승세까시아노주포송승민출전

광주 FC의신입용병까시아노가지난 19일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열린대전시티즌과의경기에서데뷔

골을넣은뒤공을유니폼안에넣고골세러모니를하고있다광주는까시아노를앞세워 제주전안방불

패에도전하다 광주 FC 제공

이달의 세리머니에 전남 이종호 가마꾼

맨유 유니폼 가치 최고1년 2300억원

ESPN 조사2위 첼시3위 아스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