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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지역예선 쿠웨이트 원정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 축구가 이번에는 북중미 강호

자메이카와한판대결을벌인다

울리슈틸리케감독이이끄는축구대표팀

은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자

메이카와 평가전을 치른다 2018 러시아 월

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무실점으로

전승을 달리는 슈틸리케호는 아시아를 넘어

북중미강호와의대결을통해기량을점검한

다는계획이다

자메이카와의 A매치는 17년 5개월 만이

다 역대전적에서우리나라는1998년 5월서

울에서치른두차례친선경기에서 1승1무를

기록한바있다

자메이카는 10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

킹이 57위로 한국보다 네 계단 낮지만 지난

9월에는 52위로 한국보다다섯계단높았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미국캐나다 북중미카

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에서

는준결승에서미국을꺾으며멕시코에이어

준우승을차지하기도했다

월드컵본선에는 1998년프랑스대회에한

번출전했다

태극 전사들은 자메이카전에서 월드컵 아

시아지역 2차 예선 4전 전승의 상승세를 이

어간다는각오다

슈틸리케호는앞서지난 9일(한국시간) 쿠

웨이트시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

와원정경기에서구자철의결승골을앞세워

10으로승리하며 4연승을질주했다 조1위

와 2위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승점

6점이걸린이경기에서승리한한국은승점

12점으로 G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손

흥민(토트넘)과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의

부상 공백에도 승리를 거둔 한국은 이날 경

기 전까지 승점이 같았던 쿠웨이트(3승1패)

와의 격차를 벌이며 단독 선두(4전 전승)로

최종예선진출을눈앞에뒀다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는 쿠웨이트 전

에 나섰던 유럽파와 중동파 등이 대거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21명 중 수비수 김영

권(광저우 헝다)은 소속팀 요청으로 중국으

로복귀했다

지난 10일 쿠웨이트에서 돌아온 대표팀은

11일다시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에집결해자메이카와의일전을대비한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내일 자메이카와 평가전

지난9일오전(한국시간) 쿠웨이트시티국립경기장에서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아시아지역 2차예선한국대쿠웨

이트경기구자철이헤딩골을넣고 동료들과기쁨을나누고있다 연합뉴스
잘했다구!

광주지역여고 3학년생들이전국체

전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날렸다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금메달이라

는점에서본격적인경기를앞둔광주

선수단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전남

볼링여고부 3인조팀도 전국체전 5연

패라는위업을이뤄내며전남선수단

의 금빛전망을밝게했다

광주 깜짝 금메달광주의 전

정원(문정여고 3년)김승이(서진여고

3년)는지난 10일제 96회전국체육대

회사전경기로치러진볼링여고부 2

인조에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

전정원 김승이는이날합계 1852점

으로 경기도인천팀을 누르고 금빛

스트라이크를터트렸다 광주선수단

조차 예상못했던 깜짝 금메달이었

다 광주선수단은 볼링을 전국체전

금메달 유망 종목에서 제외했었다

광주시교육청도 여고부 개인전 금메

달만 조심스럽게 예상했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도 값진금메달이었다

전정원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 33

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 개인전(금메달) 마

스터즈5인조 단체전(은메달) 이후 1

년 7개월여만에짜릿한 금메달을일

궈냈다 힘든 연습을 묵묵히 버텨온

김승이도처음으로전국체전 금메달

을목에걸었다는점에서기쁨이남달

랐다

전정원김승이는 항상 응원해준

학교 측에 감사드린다며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올리는 선수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11

일 열린 3인조 경기에서도 이송원(문

정여고 2년)과팀을이뤄은메달을따

냈다이들은또 12일열리는 5인조단

체전과 마스터즈(13일)에서도 메달에

도전한다

전남 5연패 위업김동요김진

영(고흥산업과학고 3년) 장미나(전남

조리과학고 2년)도 11일 열린볼링여

고부 3인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전남선수단으로서는전국체전볼

링여고부 3인조 5연패라는큰성과를

이뤄낸 셈이다 이들은 이날 합계

2624점으로 광주(2565점)경기(2527

점)선수단을 제치고 금빛 스트라이

크에성공했다

같은날메달도전에나섰던박성호

(순천 팔마고 2년)전권이(전남조리

과학고 2년)윤동환( 1년) 등 전남

남고부 3인조는 4위를차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후 8시서울서기성용구자철등해외파대거출동

쿠웨이트원정 10 승리로월드컵예선조선두지켜

정현(55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상하이 롤렉

스 마스터스(총상금 478만3320달러)

단식예선결승에올랐다

정현은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대회 예선 첫날 경기에서 테이무라즈

가바쉬빌리(56위러시아)를 20(63

62)으로 완파했다 예선 2번 시드를

받은 정현은 첫 경기부터 난적을 만

났으나1시간18분만에비교적손쉬운

승리를거두고예선2회전에올랐다

정현은 소에다 고(120위일본)와

단식 본선 진출을 다툰다 소에다는

예선 1회전에서 쑨파징(894위중국)

을 20(60 60)으로완파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에서 2연승을 거

두면 본선 대진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연합뉴스

정현 상하이 롤렉스마스터스 단식 예선결승진출

광주전남 여고생들 금빛 스트라이크

전국체전 광주 깜짝 金

전남은 3인조 5연패달성

제 96회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치러진볼링여고부 2

인조에서광주선수단에금메달을안겨준전정원(문정여고

3년왼쪽)김승이(서진여고3년) 광주시체육회제공

전남선수단의이종목 5연패를달성케한정연호코치 장

미나(전남조리과학고 2년) 김동요김진영(고흥산업과학

고3년왼쪽부터) 전남도체육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