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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프랑스에서 열릴 2016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이하 유로2016) 본선 대진표

가확정됐다

13일(한국시각) 새벽 파리에서 진행된

대회 조추첨 결과 개최국 자격으로 A조

에 배정된 프랑스는 내년 6월10일 개막

전에서 루마니아와 맞붙게 됐다 A조에

는 프랑스와 루마니아 외에도 스위스와

알바니아가포함됐다

유로2016 본선은 24개팀이 4개팀씩 6

개조로나뉘어조별예선을치른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죽음의 조는 전통의 강

호 이탈리아가 포함된 E조다 E조에는

이탈리아 외에도 벨기에와 스웨덴 아일

랜드가소속됐다 벨기에는 2000년 대회

이후 처음으로 유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공격수

에덴 아자르를 앞세워 현재 국제축구연

맹(FIFA)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강팀이

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뛰는 스웨

덴과 FIFA 랭킹 31위인 아일랜드도 만

만한상대가아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러시아 슬로바키

아가 경쟁하는 B조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접전이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스페인은 체

코 터키 크로아티아와함께D조에소속

됐고 브라질월드컵 우승팀 독일은 폴란

드 우크라이나 북아일랜드와 함께 C조

에배정됐다

F조에서는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란드가경쟁한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클럽인 광양제

철고가 K리그 대표로 2015 J리그 인터

내셔널유스컵(U18) 대회에참가한다

광양제철고가 15일오후 1시30분일본

나가노미나미경기장에서 J리그인터내

셔널 유스컵 나고야그램퍼스와의 경기

를치른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1팀(광양제철고)

일본 2팀(우라와레즈 U18 나고야그램

퍼스U18) 네덜란드 1팀(AZ 알크마르

U18) 등 4개팀이 참가하며 15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된다 대회는 각 팀별로 3

경기씩 풀리그로 대결을 벌여순위를 결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양제철고

는지난 8월에열린 2015 K리그U18 챔

피언십에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대

회참가자격을얻었다

15일오후 1시30분미나미경기장에서

대회첫대결을갖는광양제철고는 17일

(오전 11시) AZ 알크마르U18 19일(오

전 11시) 우라와레즈 U18와 한판 승부

를벌인다

광양제철고 김현수 감독은 K리그를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선수들과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다고

대회에임하는각오를밝혔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한국 대표 광양제철고 3개국 참가 U18 출격

유로 2016 대진 확정이탈리아벨기에 죽음의 E조

유로2016 본선조편성

A조
프랑스루마니아 스위스
알바니아

B조
잉글랜드웨일스 러시아
슬로바키아

C조
독일폴란드 우크라이나
북아일랜드

D조
스페인체코 터키
크로아티아

E조
이탈리아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F조
오스트리아헝가리
아이슬란드포르투갈

6월10일 개막전

장타 여왕 박성현(22넵스)이 한국여

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6시즌 개

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총상금 55만

달러)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성현

은 13일 중국 하이커우의 미션힐스 골프

클럽(파72634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

막날 3라운드에서버디 6개와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쳤다합계 17언더파

199타를적어낸박성현은이대회 디펜딩

챔피언 김효주(20롯데)를 2타차로따돌

리고우승을차지했다

2015 시즌 3승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

에위른박성현은 2016 시즌개막전을 와

이어투와이어 우승으로 장식하며 내년

대활약을예고했다

김효주에두타앞서최종라운드를시작

한박성현은이날전반에는주춤했다

2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2위와 3

타차를 벌였으나 3번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버디를 낚은 김효주와 1타차로

줄어들었다

이어 5번홀(파3)에서 김효주가 버디를

잡아공동선수를내준박성현은7번(파4)

과 9번(파4) 10번홀(파4)에서 1타씩을 줄

인김효주에 3타차까지뒤졌다

김효주의 독주로 끝날 것 같은 승부는

후반 들어 달라졌다 박성현은 12번홀(파

4)에서 김효주의 티샷이 아웃오브바운드

가되면서더블보기를기록한틈을타 1타

차로 좁혔다 이어 13번홀(파5)에서 김효

주와 함께 버디를 낚은 뒤 14번홀(파4)에

서 1타를더줄이며다시공동선두로뛰어

올랐다 15번홀(파3)에서는 티샷을 홀컵

50에갖다붙여한타를더줄이며보기

에 그친 김효주에 기어코 2타차로 앞서나

갔다 17번홀(파4)에서 김효주의 버디 퍼

팅을버디로맞받아친박성현은 18번홀에

서도 버디를 낚으며 우승을 자축했다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세 번째

우승을노린김효주는후반샷이흔들리며

아쉽게준우승에머물렀다

2015시즌 KLPGA 투어 대상과 상금

다승왕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휩쓴 전인

지(21하이트진로)는 이날 하루 4타를 줄

이며 11언더파 205타로 합계 12언더파를

친장수연(21롯데)에 이어단독 4위에이

름을 올렸다 2015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드림투어(2부투어) 상금왕 박

지연(20)이합계 8언더파 208타로안송이

(25KB금융그룹) 박결(19NH투자증

권)과함께공동 5위에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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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2016 KLPGA 개막전 우승

13일 중국하이난섬에위치한미션힐스하이커우 GC에서열린현대차중국여자오픈

우승자박성현이우승트로피를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  KLPGA 제공 

내일 일본과 첫 대결

현대차 중국오픈 김효주 2위

장수연전인지 34위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