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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17

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1차

전에서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한국 U17 축구대표팀이기니를

상대로 16강행을확정짓는다

최진철감독이이끄는한국U17 대표

팀은 21일오전 8시(이하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아

프리카의 복병 기니를 상대로 조별리그

B조 2차전을치른다

승점 3으로B조선두에올라있는최진

철호는 기니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

을 올리면 6개조 3위팀 중 4팀까지 진출

할 수 있는 16강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

에잉글랜드와기니가 1차전에서비기면

서 한국은 기니를 꺾으면 조 2위는 물론

브라질과 잉글랜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

서는 조 1위까지도 확정지을 수 있다 1

차전에서 삼바 축구에 일침을 가하며

자신감이오른 리틀태극전사들은기니

전에서도 분위기를 이어가 16강을 확정

짓겠다는각오다

대표팀 간판 이승우(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브라질 결승골주인공장재원(현

대고) 브라질수비수 2명을제치는현란

한개인기를선보인이상헌(현대고) 등이

또한번기니의골문을두드린다

한국이 16강에진출하면U17 월드컵

으로는 2009년 나이지리아 대회(8강) 이

후 6년 만이다 2011년과 2013년에는 본

선에진출하지못했다

기니는 A대표팀의 FIFA 랭킹(10월

기준)은 55위로 한국(53위)과 비슷하지

만 U17 대표팀은 1985년 첫 대회에서

4강에올랐다 연합뉴스

기니꺾고조 1위로 16강 간다

U17 월드컵내일오전 8시 조별리그 2차전

광주FC의도전은끝나지않았다

시민구단광주 FC는기적같은승격으

로 올 시즌 3년 만에 클래식 리그로 돌아

왔다 쟁쟁한클래식리그팀들속에서거

침없는 승부로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 17

일 부산전 10 승리로 잔류에도 성공했

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광주 그 중

심에는형님같은지도자남기일감독<사

진>이있다

남 감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수

들이 잘해줘서 잔류를 이뤘다 기분이 좋

지만 허탈한 기분도 든다 목표를 이루고

나니당장미래를생각할수밖에없다 내

년시즌에대한것이엄습해오니까걱정이

된다고심경을밝혔다

승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틈도 없이

걱정으로 준비하고 시작했던 2015시즌이

었다 개막전무승부뒤 2연승을달리기도

하는등출발은나쁘지않았다 그러나탄

탄한스쿼드의강팀들과부딪히면서시행

착오와고민도많았다

많은선수가 1부에서의경험이없다보

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덤볐다 깨질 때

깨지더라도해보자하는모습이었지만두

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름 있는 선수

와 좋은 팀을 만나면 상대를 두려워하는

게눈에띄었다팀의주축선수한두명이

빠지면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 그

런 부분을 깨워주기 위해 노력했고 가장

힘들었다고 밝힌 남 감독은 그래도 선

수개개인이많이발전했다 어느순간보

니 많이 성장해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

다 물론 잘하다가 원상태로 가기도 했지

만 (웃음) 나중에 보니 내가따로말할것

도 없이 선수들이 알아서잘 하고있었다

그게 뿌듯했고 전술적으로 많이 따라와

주면서 스스로즐거움을찾으면서 경기를

하는모습이었다고지도자로서의보람을

이야기했다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풀어

갔던 축구 없는 살림에서도 광주만의 색

을만들기위해묵묵히인내심으로보내야

했던시간이었다

남 감독은 광주 만의 팀 컬러가 없었

다 질때는지더라도 보여주고져야 한다

는 마음이었다 팬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층이 얇다 보니 어려움

이 많았다 강한 팀하고 하는 데 왜 수비

축구를하지않느냐 운동장도안좋고 전

력도약한데왜그렇게하느냐하는비난

도있었다 그러나 팀컬러를만들고가면

선수들 실력도 늘고 당연히 잔류도 따라

올것이라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

승격에 이어 잔류라는 큰 산을 넘은 남

감독은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다시 준비해

야 한다 이번에도 처음부터 다시 광주를

다듬어야한다

남감독은 매번그랬듯이우리팀은처

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감독 입장에

서는 좋은 선수를 데리고 하고 싶지만 팀

여건이좋지는않다임선영안영규 정준

연 이으뜸 제종현등도군대를가야해서

전력을 다시 채워야 한다 다른 것도 시도

해야한다 상대도우리를많이알고있고

분석을 했다 나도 공부하고 선수들에게

접목해서올시즌보다업그레이드해야한

다더나아진팀을만들어6강을노려보고

싶다 구단 광주시팬들이같이해주시면

좋겠다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며 올 시즌 목표도 남아있다 창단해

서 1부에서 9승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넘

고 싶다 11승을 목표로 해서 그걸 달성하

고 내년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 팬

들에게좋은경기보여드리면서시즌을마

감하겠다고각오를밝혔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광주선수단결단식이 19일오후서구염

주동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광주

시의회의장이명자광주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등내빈들이참가선수들의선전을기원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기적의 승격더기적같은 잔류

내년 시즌엔 6강에 도전하겠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태극전사들을위한이승우의노

래라는제목으로 2015 FIFA U17 월드컵에나선한국 U17 대표팀의공격수이승

우(바르셀로나)에대해집중조명하는글을올려눈길을끌고있다

 FIFA 홈페이지캡처 

광주FC 남기일 감독 인터뷰

전국장애인체육대회광주선수단결단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