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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경주와레저페스티벌이융합된 모

터&레저스포츠 한마당과 AFOS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의 입장권을 4월 1일부터

옥션및지마켓을통해판매한다

전남개발공사는 30일 가정의달인 5월

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터스포츠와 레

저를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터

&레저스포츠 한마당과 AFOS 국제자

동차경주대회를 5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

한다고밝혔다지상 하늘 수상 문화등

4개의 테마를 주제로 한 모터&레저스포

츠 한마당 행사에는 슈퍼카전시 드론

RC카 빅휠보트 체험 푸드트럭 페스티

벌 가상 레이싱체험 과자&장난감 나라

인기 걸 그룹 축하공연 등 다채롭고 이색

적인체험거리를준비해선보인다

GT아시아 TCR 포뮬러르노20 등 개

별대회를 한 자리에 모은 아시아 최고의

종합스피드이벤트인AFOS(아시아스피

드 페스티벌)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

정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국제행사

를동시에만끽할수있다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의 입장권은

성인(7000원)과 어린이(5000원)로 구분되

며 프리미엄티켓은2만원으로AFOS대회

와카트 1회주행권이포함돼있다 AFOS

대회입장권은성인과어린이가각각1만원

과 5000원으로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한마당행사의티켓소지자가AFOS 입장

권현장구매시50%할인이적용된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와 상호 행사

의입장권소지자에게 30%할인행사도진

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장 누리소통

망(wwwfacebookcomKIC320)과 전

화(0612884242 4243)로문의하면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국 2번 시드월드컵 조추첨 중동 피하라

중동을피하라!

2018 러시아월드컵아시아지역 2차예

선일정이 30일(한국시각) 모두마무리되

면서 최종예선에 나설 한국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카타

르 중국 이란 일본 시리아 태국 이라

크 우즈베키스탄등 12개국이모두확정

됐다

최종예선진출권을확보한 12개팀은 4

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만

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치러지는 조추

첨을 통해 6개 팀씩 두 개조로 나뉘어 오

는 9월부터 1년여에걸쳐 러시아행티켓

을잡기위한험난한일정을치른다

조주첨은 내달 7일 발표되는 4월 국제

축구연맹(FIFA) 랭킹을 기준으로 국가

별로시드를배정해이뤄진다 3월A매치

일정이모두끝난상황에서 4월 FIFA랭

킹도 윤곽이 나왔다 이란과 호주는 4월

랭킹포인트가 각각 627점과 601점으로

예상돼 1번시드를받을전망이다

한국(579점)과 일본(577점)이 2번 시드

를 받고 사우디(559점)와 우즈베키스탄

(549점)이 3번 시드 UAE(521점)와 중국

(423점)이 4번시드 카타르(416점)와이라

크(333점)가 5번 시드시리아(316점)와 태

국(297점)이 6번시드에포함될예정이다

슈틸리케호에 가장 유리한 조편성은

어떤것일까 최종예선일정을볼때가능

하면 중동팀들을 피하고 비슷한 시차의

나라들과만나는게상책이다

슈틸리케호는최종예선에서홈경기와

원정경기를반복하는일정을받았다 총

10경기가운데 1차전을홈에서치르게된

것은 나쁘지 않지만 본선 진출팀이 확정

되는 최종전을 원정으로 펼치는 게 부담

스럽다

한국은 오는 9월 1일 홈에서 4번 시드

(UAE중국)팀과 1차전을 치르고 9월 6

일 원정으로 6번 시드(시리아태국)팀과

2차전에나선다 3차전은 10월 6일 5번시

드(카타르이라크)팀과 홈에서 4차전은

10월 11일 1번시드(호주이란)팀과원정

에서맞붙는다 한국은 11월 15일홈에서

3번 시드(사우디우즈베크)와 대결하는

것으로전반기를마감한다

내년 3월 23일 시작하는 6차전에서는

원정으로 4번 시드팀과 만나고 곧바로

귀국해 3월 28일 6번 시드팀과 7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6월 13일원정을나서 5번

시드팀과 8차전을펼친다 내년 8월 31일

홈에서 1번시드팀과 9차전을치른뒤 10

차전 최종전은 9월 5일 3번 시드팀과 원

정에서맞붙는다

홈경기와 원정경기가 계속 반복되는

만큼 축구협회는 최종예선 조추첨에서

가능하면 중동팀과 많이 만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동거리와 시차에서 호

주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타르 태국 등

과같은조에편성되는것을최상의시나

리오로그려보고있다

아시아에 배정된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은 총 45장으로 최종예선에서 각조

1 2위를차지한팀이본선행티켓을확보

한다 각조 3위팀끼리맞붙는플레이오프

에서승리한팀은북중미연맹최종예선 4

위팀과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치러 본선

진출에도전한다 연합뉴스

슈틸리케월드컵대표팀감독(오른쪽)과기성용이지난 27일열린태국과의평가전에서승리를거둔뒤선수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 이날대표팀은무실점승리를거두며한

국축구사상최초로8경기연속무실점승리및9경기연속무실점경기기록을달성했다 연합뉴스

아시아최종예선

내달 12일 조추첨

1번 시드는이란호주

1차전홈최종전원정

모터&레저스포츠한마당

AFOS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전남개발公 내일티켓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