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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전 축구 부문 광주지역 예선 결승전에서 우승한 광덕중이화이팅을 외

치고있다 <광덕중제공>

광덕중축구 전국소년체전광주대표출전

프로축구 광주 FC 유소년팀인 광덕

중이 전국소년체전 광주축구대표로 출

전한다

광주 FC U15 광덕중은최근광산구

보라매축구장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지역 예선 결승전에서 북성중을 승부차

기접전끝에 41로 누르고우승을차지

했다

우승팀이 된 광덕중은 오는 5월28일

부터 31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로 출전

하게 됐다 2013년 동메달에 빛나는 광

덕중은 201220132015년에 이어 4번

째로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에 도전한

다

광주관계자는 성인팀은프로무대에

서맹활약하며현재 2위에랭크돼있고

동생격인U12 18세팀은지난달전국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을 거뒀다면서

이번에 15세 팀이 전국대회 출전 티켓

을 따내며 앞으로 광주축구가 더욱발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

혔다

한편 광주 FC 고교 유스팀인 U18

(금호고)은 지난 2월 열린 제18회 백운

기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에서우승소

식을전해왔고 초교 U12(자체운영)팀

은같은달열린금석배전국초등학생축

구대회에서준우승을거두기도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메시 이집트에서축구화기부했다가 뭇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

선을 무실점 승리로 통과한 슈틸리케호

가새로운도전을준비한다

울리슈틸리케감독이이끄는축구대표

팀은지난 27일 끝난태국과평가전을 끝

으로월드컵 2차예선일정을마무리했다

대표팀은월드컵 2차예선에서 7연승을거

두고가볍게최종예선진출에성공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를받은쿠웨

이트가 2차 예선 일정에서 빠지면서 급하

게잡은태국과평가전에서도대표팀이승

리를 따냈다 태국전 승리로 슈틸리케호

는 A매치 8경기연속무실점승리라는새

로운기록까지세우며 쉽게지지않는팀

으로인정을받았다

그러나 무실점 승리의 상대가 대부분

FIFA 랭킹 100위밖의 약체였다는 점을

들어일각에서는평가절하하기도한다슈

틸리케 감독 역시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는 태국전이 끝나고 나서 축구에서

역사는중요한게아니다 미래가 더중요

하다라고강조했다

대기록을경신한만큼기록연장보다는

대표팀의내실을다져야한다는게슈틸리

케감독의생각이다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을 끝낸 대표팀은

이제 험난한 일정을 치러야 한다 대표팀

은오는9월부터1년에걸쳐2차예선을통

과한 12개팀이경쟁하는최종예선을펼친

다 최종예선은 12개팀이 6개팀씩 2개 조

로나뉘어홈앤드어웨이방식으로팀당총

10경기를소화한다

지금까지 한국 카타르 일본 사우디아

라비아 태국등 5개국이월드컵최종예선

진출을확정했다

29일 치러지는 2차 예선 8차전을 통해

나머지 7장의 최종예선 티켓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최종예선에 오른 팀들은 한국

이 2차 예선에서 만난 미얀마나 라오스처

럼쉽게이길수있는팀들이아닌만큼슈

틸리케감독은물론태극전사들도지금까

지와는다른각오로나서야한다

9월 시작되는 최종예선을 앞두고 대표

팀은 6월 A매치기간에유럽원정을떠나

강력한 예방주사를맞는다

대표팀은 6월 1일 오스트리아잘츠부르

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FIFA 랭킹 3위

스페인과 맞붙고 6월 5일에는 체코 프라

하에서 FIFA 랭킹 25위인 체코와대결한

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

을 비롯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 2차례

(2008년2012년) 우승에 빛나는 강호고

체코역시동유럽에서최강전력으로손꼽

힌다 연합뉴스

올리슈틸리케감독이이끄는월드컵축구대표팀은지난27일태국과의평가전으로2차예선일정을마치고9월최종예선을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이젠 쎈 상대와 붙는다

9월 월드컵최종예선앞서

6월 스페인체코와 A매치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후베닐A

에서 뛰는 백승호(19)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기록했다

백승호는 27일(한국시각) 20152016 스

페인 18세 이하(U18) 리그3조 27라운드

CF 담 후베닐A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승우(18)와 함께 선발 출전한 백승호

는 팀이 01로 끌려가던 후반 19분 페널

티박스부근에서얻은프리킥을상대골대

좌측 상단에 꽂아 넣었다 백승호는 이날

득점으로 최근 3경기에서 2골 1도움의 공

격포인트를기록했다

바르셀로나 후베닐A는 백승호의 득점

으로 11로비겼다

백승호는경기후자신의인스타그램에

아쉽게 비겼지만 모두가 열심히 뛰어줬

다며 앞으로남은경기도부상없이좋은

일들이있기를이라고썼다

연합뉴스

바르샤후베닐A 백승호동점골
리오넬메시가이집트자선단체에자

신의축구화를 기부하려다가뜻하지 않

은 뭇매를맞았다

메시는 지난 26일(현지시각) 이집트

TV MBC에 방송된 인터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위해써달라며축구화를기부

하겠다는뜻을밝혔다

축구화를경매에부쳐벌어들인 수익

금을 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의미였다

이에 메시는 인터뷰 도중 자신이 신던

축구화를직접MBC측에전달했다

그러나방송이나간뒤메시는뜻하지

않은비난을받아야했다

자신의신발바닥을보이는것은이슬

람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

으로여겨지고있었기때문이다

메시의 행위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이집트인들이 SNS로그에대한

비난의글을퍼부었다

심지어일부는메시반대캠페인을벌

이는가 하면 일부는 그는 이집트인들

을 경멸하기 위해 기부했다고 주장하

기도 했다 이에 이집트 축구 선수 출신

인하젬에만은 메시의기부는전세계

축구계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해명하기도했다 연합뉴스

이슬람권문화에선 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