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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호의

2018 러시아월드

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올해

첫 홈경기 장소

는 서울로 정해

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러시아월드컵 아

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7차전 시리아와

의홈경기를치른다고 2일밝혔다

반환점을 돈 최종예선 A조에서 한국은

이란(승점 11)에이어 2위(승점 10)에올라

있다 우즈베키스탄(승점 9)이 바짝 추격

하고 있는 만큼 월드컵 본선 직행티켓을

확신할수없는상황이다

대표팀은 3월 23일 중국 창사에서 최종

예선올해첫경기인중국원정전을치르고

닷새뒤시리아를한국으로불러들인다

극성스러운 중국 팬 속에서 경기 후 곧

바로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시리아와 안

방에서맞붙지만대표팀으로서는마음놓

을수없는상황이다

슈틸리케호는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세렘반파로이에서열렸던시리아와최종

예선 2차전에서 답답한 경기 끝에 00으

로비긴기억이있다

당시 대표팀은 극단적인 침대축구를

구사한 시리아를 상대로 전후반 내내 공

세를 펼치며 골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열

지못했다

2015년부터 계속된 러시아월드컵 아시

아지역 예선에서 8전승무실점 통과라

는성적을거뒀던대표팀이최초로승점 3

을따지못한경기이기도했다

이 경기 후 23명까지꾸릴수있는원정

엔트리에 20명만 넣었던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갓

(God)틸리케라고 불렸던 슈틸리케 감독

과팬들의 허니문이 끝났다는평가도나

왔다

대표팀으로서는 당시의 악몽을 떨쳐내

고홈팬들앞에서시리아의 침대축구를

시원하게격파하는장면을보여줘야만하

는상황이다

6만6000여 명의관중이들어올수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표팀은 시리아

를 꺾어 멀어지는 팬심을 돌려세우고 러

시아월드컵본선직행에유리한위치를굳

히겠다는각오를다지고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월드컵최종예선내달 28일 서울서시리아와홈경기

0대 0 침대축구 악몽

사이다 축구로 갚는다

차민규(23동두천시티)가 제28회 알

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우승했다

차민규는 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1 2차경기합계 70초 40

으로이번대회한국선수단에첫금메달

을안겼다

1차 경기에서 35초 16을 기록한 차민

규는 2차 경기에서는 35초 24의 성적을

냈다 차민규는 지난달 태릉국제스케이

트장에서열린제98회 동계체전 남자일

반부 500m에서 34초 95의대회신기록으

로우승한바있다

또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영진(21한

국체대)이 71초 13으로 동메달을 추가

했다

한국선수단은금메달 1개 동메달 1개

로 프랑스와 함께 메달 순위 8위에 올라

있다 러시아가금메달 10개로메달순위

선두를질주하고있다 연합뉴스

빙속차민규 알마티 동계U대회 500 금메달

왼쪽부터차민규김관규감독김영진 <대한체육회제공>

함께스노보드를즐기며경쟁을펼쳐

온자매가나란히전국동계체육대회시

상대에올랐다

동생인 이정은(24광주스키협회)은

광주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고 언

니이지혜(25전남스키협회)는전남선

수단에은메달을보탰다

이정은은지난 1일강원도횡성웰리

힐리리조트에서 제 98회 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치러진 스노보드 여자일반

부평행대회전결승에서 1분 36초 08로

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했다

이정은은 광주시 선수단으로서는 첫

금메달인데다 광주시체육회가 지난해

우수 선수 확보 차원에서 영입해 이뤄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체

육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정은은 강원

도 출신으로 대학생 때 출전했던 제 97

회 동계체육대회에서도금메달을따낸

바있다

언니이지혜는전남선수단소속으로

출전 1분 43초 03의 기록으로 은메달

을목에걸었다

전북선수단의김예나는동메달을획

득했다

광주전남체육회는 두 선수가 동계

스포츠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전남

에 값진 메달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지

역 어린 선수들의 사기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편 제 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오는 9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회

식을시작으로나흘간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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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자매 나란히전국동계체전시상대에

제 98회 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딴이정은(오른쪽)과언니이지혜

광주시체육회제공

광주이정은金전남이지혜銀

울리슈틸리케축구대표팀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