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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이하(U

17) 월드컵에 출전 중

인 한국 대표팀의 16

강상대가벨기에로정

해졌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

는 한국 대표팀은 29

일 오전 8시(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벨기에와 8강

행을놓고맞붙는다

한국은 이번대회조별리그 죽음의 조

라불렸던B조에서U17 월드컵 3회우승

을달리던 세계최강 브라질과 아프리카

복병 기니를 각각 10으로 격파한 데 이

어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00으로 비기

면서 2승1무를기록 1위를확정지었다

일찌감치 16강행을확정지은한국은조

별리그 기니전을 치렀던 경기장에서 D조

3위벨기에를상대한다

벨기에는 D조에서 아프리카 말리와 0

0으로 비긴 뒤 중남미의 온두라스를 21

로 꺾고조 1위를달리기도했지만에콰도

르에 02로 패하며 1승1무1패를 기록 조

3위를차지했다

벨기에성인대표팀은다음달FIFA 랭

킹 1위에 오르게 된 축구 강국이다 한국

은지난해브라질월드컵축구대회조별리

그 마지막 경기에서 벨기에에 01로 패했

고 16강행이좌절된바있다

벨기에와맞붙게된한국팀의사령탑최

진철감독이 100% 컨디션으로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상대라고 자신감을 보

였다 벨기에는 조별리그 3위를 차지하기

는 했지만 건실한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자랑하는유럽의신흥강호인만큼호락호

락볼수없는상대다

최 감독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

하고어떤몸상태로경기에나설지가중요

한부분이라고강조했다 연합뉴스

재미동포골퍼케빈나(32사진)가 2주

연속우승문턱을넘지못하고돌아섰다

케빈 나는 26일(한국시간) 미국 네바

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서머린 TPC(파

717223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선

두를 추격했다 하지만 합계 1타가 모자

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지난주 프

라이스닷컴 오픈에 이어 2주 연속 준우

승(15언더파 269타)에 머물렀다 PGA

투어개인통산여덟번째준우승이었다

우승컵은이번시즌처음PGA투어에

합류한신인스마일리카우프먼(미국16

언더파 268타)에게돌아갔다첫우승상

금은 115만2000달러(약 13억원)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에서 4라운

드를 시작한 케빈 나는 전반에 3타를 줄

이며우승컵을향해나아갔다

13번홀(파5)에서 18m 버디퍼트를넣

어 카우프먼을 1타차로 압박한 케빈 나

는 16번홀(파5)에서 8m 거리의 버디 퍼

트를성공 동타를만들었다

하지만 17번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하고 칩샷마저 짧아 1타

를잃었다선두에 1타뒤진채 18번홀(파

4)에 오른케빈나는두번째샷을홀 45

m에 떨어뜨렸지만 버디 퍼트는 홀을 외

면했다

재미동포 마이클 김(22)은 공동 16위

(10언더파 274타) 김시우(20CJ오쇼핑)

는 공동 25위(9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이동환(27CJ오쇼핑)은공동 35

위(8언더파 276타)다 연합뉴스

1타차 나상욱 또 준우승

영국의 루이스 해밀턴(30메르세데

스)이세계최고의자동차경주대회포뮬

러원(F1) 2015시즌챔피언에올랐다 그

의개인통산세번째시즌우승이다

해밀턴은 26일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올 시즌 16번째 F1 그랑프리에서 5513

의 서킷 56바퀴(308405)를 1시간50

분52초703 만에 주파해 가장 먼저 결승

선을통과했다 해밀턴은지금까지치러

진 올 시즌 16개 대회 중 10번 우승하는

기염을토했다 그는지난해 11번우승했

다 2년 연속두자릿수우승은해밀턴이

최초다

해밀턴보다 2초850 늦은 독일의 니코

로스베르크(메르세데스)가 2위 해밀턴

에 3초381 뒤진 독일의제바스티안페텔

(페라리)이 3위를차지했다

미국 그랑프리에서 25점을 딴 해밀턴

의 올 시즌 총점은 327점이 됐다 페텔

(251점2위) 로스베르크(247점3위)와

격차가 크다 아직 3번의 대회가 남았지

만 1개 대회 우승으로 얻는 점수가 25점

인 것은 감안하면 2위인 페텔이 남은 대

회에서 모두 1위에 오른다고 해도 해밀

턴의 327점에는못미친다 연합뉴스

해밀턴 F1 미국 그랑프리우승
2015시즌 챔피언 등극페텔은 3위

최진철호 너 잘 만났다 벨기에

잉글랜드전 00 무승부로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B조 1위를기록한한국이 16강전

에서벨기에와만난다 지난 24일칠레코킴보의프란시스코산체스루모로소스타디움에서열린잉

글랜드와의경기에서공을다투고있는유주안 연합뉴스

29일 오전 8시 16강전최 감독 해볼만한상대

8강 진출시강호프랑스와 4강다툼가능성

장애인 선수들이 펼치는 국내 최고의

체육축제제35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28일11월 1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체전에는 17개 시도 선수 5천

247명과 임원관계자 2440명 등 총

7687명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6일 밝

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내년 리우패럴림

픽메달유망주들이 대거출전해기량을

점검한다

2012 런던패럴림픽 육상 200m 은메

달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관

왕의 주인공 전민재(전북)를 비롯해 세

계선수권 3회 연속 우승을 이룬 사이클

이도연(인천) 올해 세계장애인수영선수

권 2관왕조기성(부산)등이대표적이다

또올해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골프 2

관왕이정은(한국체대)의 아버지인이정

호(전남)가휠체어탁구선수로출전한다

개회식은 28일오후 6시 강릉실내종합

체육관에서열리며대회는강원일대 38

개경기장에서열린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올해 처

음으로전국체육대회와전국장애인체육

대회가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면서 올림픽과아시안게임처럼두대회

가 연달아열리다보니별도의시설개보

수가필요없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내일부터 5일간강원도일원서7천명 참가

목표는 4강신화

슈라이너스아동병원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