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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다시 선 프로

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세계무대를넘본다

전북은지난 26일 아랍에미리트알아인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

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알아인과 11로

비겼다

지난 19일 1차전에서 21로이긴전북은

1 2차전 합계 32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6년이대회첫정상에선

이후 10년 만이다 2011년에는 결승까지

올랐다가승부차기끝에준우승에그친바

있다

우승을 차지한 전북은 내달 8일부터 일

본오사카와요코하마에서열리는 국제축

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2016에 참가

한다 이 대회는 대륙별 챔피언스리그 우

승팀(5팀)과개최국등7개팀이출전한다

전북은 2016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 자격으로 10년 만에 세계 무대에 다시

선다

20152016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스페

인)가 유럽을 대표해 출전한다 남미의 아

틀레티코 나시오날(콜롬비아) 북중미의

클럽 아메리카(멕시코) 오세아니아의 오

클랜드 시티(뉴질랜드) 아프리카의 마멜

로디 선다운즈(남아공)도 참가한다 유럽

과남미팀은 4강에먼저올라가고 나머지

팀은6강을거쳐4강진출팀을가려낸다

전북은 내달 11일 클럽 아메리카와 4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클럽 아메리카를

꺾으면 15일요코하마로옮겨레알마드리

드와맞붙는다

K리그 팀이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

적을낸것은 2009년포항스틸러스의 3위

다 포항은 당시 아텔란테FC(멕시코)를

꺾고 3위를차지했다 이듬해에는당시성

남일화가 4위에 올랐다 이외에는모두 4

강에서탈락했다 전북 역시 10년 전에 첫

경기에서패한바있다

아시아 팀이 결승에 올라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3위가 최고 성적이다 지난

해아시아챔피언스리그우승팀광저우헝

다(중국)는 개최국 일본 J리그 우승팀 산

프레체히로시마에밀려 4위에그쳤다

전북은 10년 만에 다시 출전하게 되는

이번 대회에서 K리그의 매운맛을 보여줄

채비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팀이 국가

대표급 수준으로 꾸려진 만큼 클럽 아메

리카를넘어레알마드리드와도맞짱을뜰

수 있다는 각오다 전북이 클럽 아메리카

를 넘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할 수 있을

지벌써관심이쏠린다

이대회결승전은18일요코하마에서열

린다 연합뉴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서우승한전북현대가돈벼락을맞았다

전북은지난 26일 알아인과챔피언스리

그 결승 2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해

결승1 2차전전적 1승1무로우승상금 300

만달러(약 35억3300만원)를챙겼다

이로써 전북은 올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조별리그에서 14만달러토너먼

트 진출상금 총 40만 달러 우승상금 300

만 달러를 챙겨 총 354만 달러(약 41억

7000만원)의거액을거머쥐었다

AFC는올시즌우승상금을기존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증액했는데 전북

이첫수혜자가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은 AFC 챔피언

스리그챔피언자격으로다음달일본에서

열리는 2016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

드컵에 진출했다 클럽월드컵 1라운드에

서 패하더라도 최소 150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성적에 따라 상금의 규모는 기하

급수적으로늘어난다 클럽월드컵 우승상

금은 500만달러다

전북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1

년 예산의 약 18%를 보전하게 됐다 K리

그에서가장많은운영비를쓰는전북은 1

년예산이약 300억원정도로알려졌다

우승을 이끈 전북 선수들은 돈방석에

앉을 전망이다 전북은 AFC 챔피언스리

그 첫 우승을 했던 2006년에도 선수들과

임직원들에게상당한보너스를안겼다당

시우승상금은 60만달러였다

연합뉴스

26일오후아랍에미리트알아인하자빈자예드스타디움에서열린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시상식에서우승을차지한

전북현대모터스선수들이트로피를들고환호하고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62017시즌첫테스트이벤트가 26

일막을내렸다

2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 알펜

시아에서 열린 2016 국제스키연맹

(FIS) 스노보드 월드컵 빅 에어 경기

는 설원의 서커스라는 별명답게 선

수들의 화려한 개인기가 평창 하늘을

수놓았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4

월까지 총 24개의 테스트이벤트 대회

가이어진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최근 박근혜 대

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이권

개입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몸살을 앓았지만 첫 테스트 이벤트가

무난히치러졌다는평가다

빅에어는생소한경기인데다 11월

말에대회가열려눈이충분하지않은

어려움마저 겹쳤다 하지만 조직위는

이런상황을대비해올해 3월 내린눈

을저장했다가사용했다

빅 에어 경기장은 선수들로부터 호

평을받았다높이 33m와길이 158m

최대 경사각 40도의 점프대는 규모나

시설에서유럽 북미의대회장과비교

해도 손색이 없었다 2014년 소치 올

림픽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동메달

리스트인 남자부 우승자 마크 맥모리

스(캐나다) 같은 부문 여자부 금메달

리스트 제이미 앤더슨(미국) 등 참가

선수들의면면도화려했다

하지만대회개막전날선수들리프

트가 고장나면서 훈련 일정이 단축되

는 일이 벌어졌다 또 오후 3시 이후

햇살이 선수 시야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설질및코스상태가변질해선수

안전이 우려된다는 FIS 레이스 디렉

터의지적으로대회첫날경기일정이

갑자기 변경됐다 그러나 이 정도는

테스트이벤트의 원래 취지에 크게 벗

어나지않는수준이다 연합뉴스

아시아챔피언 전북현대레알 한판붙자

돈벼락맞은전북상금만 42억원

내달 FIFA 클럽월드컵출전

아시아대표대륙간자존심싸움

4강 진출땐레알과맞대결

전북10년만에 ACL 우승

결승및3위결정전(18일)

준결승

15일

레알마드리드

(스페인)

vs 2R 승자

14일

AT나시오날

(콜롬비아)

vs 2R 승자

(14일 5위결정전)

2라운드(11일)

전북현대

vs 클럽아메리카

(멕시코)

마멜로디선다운즈

(남아공)

vs 1R 승자

1라운드(8일)

개최국일본vs

오클랜드시티(뉴질랜드)







FIFA 클럽월드컵대진표
(12월 818일 일본오사카요코하마)

최순실직격탄평창올림픽

빅에어월드컵무난히마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