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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남미의 강

호 아르헨티나와 축구 종가 잉글랜드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와치열한 16강진출경쟁을펼치게됐다

한국은 15일 수원 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 U20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와

같은 지옥의A조에편성됐다

아르헨티나와잉글랜드는남미와유럽을대표하는전통

의강호이고 기니도아프리카예선에서돌풍을일으킨팀

이어서신태용호는 16강진출에험난한여정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예선을 4위로 통과할 만큼 성적이

좋지않았지만 마라도나 리오넬 메시 등을배출한 전통

적인축구강국이다

역대 U20 대표팀 전적에서는 우리나라가 3승3무1패

로근소하게앞서있다

잉글랜드는 유럽 예선을 3위로 통과했고 역대 전적에

서는한국이 2승1무로 우위를지켰다

또 마지막 상대국으로 배정된 기니는 아프리카 예선을

3위로통과했고 한국과는한번도맞붙은적이없다

신태용호는 뉴질랜드나 바누아투 코스타리카 남아공

등비교적약체팀들을기대했으나최악의조편성표를받

아들었다

한국은U20 월드컵이막을올리는5월20일오후8시전

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기니와개막전을벌이고같은달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와 2차전 같은 달 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잉글랜드와최종3차전을치른다

신태용 감독은 조 추첨 직후 진짜 지옥의 조에 들었

다며 충격을 전한 뒤 잘 준비해 안방에서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지않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

일본도유럽예선 2위팀이탈리아 남미 1위우루과이

남아공과 C조에 묶이면서 치열한 조별리그 경쟁이 불가

피하게됐다 반면 E조는유럽예선 1위프랑스가온두라

스 뉴질랜드 베트남과 비교적 무난한 조 편성표를 받았

고 B조에베네수엘라 독일 바누아투 멕시코 F조에 에

콰도르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이각각묶였다

한편 이날 조 추첨식에는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

에고 마라도나와 한국의 축구 전설 차범근 전 축구대표

팀 감독 염태영 수원시장 U20 여자 축구대표팀 출신

박예은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최민호가 추첨자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15일오후경기도수원시장안구SK아트리움에서열린 FIFA U20 월드컵코리아 2017 조추첨식에서정몽규대한

축구협회회장신태용U20 축구대표팀감독차범근 염태영수원시장등참석자들이트로피앞에서파이팅을외치

고있다 연합뉴스

지옥의 조?어차피 쉬운 팀은 없다

뉴질랜드 교포 리

디아 고<사진>가 총

92주간 여자골프 세

계 1위 자리를 지키

면서 박인비(KB금

융그룹)와 함께 이

부문 공동 3위에 올

랐다

2015년 2월에 처음 세계 1위에 오른

리디아 고는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박

인비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가 2015년

10월 26일자순위부터 1위에복귀했다

이후 한 번도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리디아고는지금까지총 92주간 1

위 자리를 유지 박인비와 최장 기간 세

계 1위부문공동 3위에오르게됐다 박

인비는 2013년 4월 세계 1위에 등극해

2014년 5월까지 1년 넘게 세계 최고 자

리를지켰다

이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게 추

월을 허용했던 박인비는 2014년 10월

부터 2015년 2월 다시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계 1위에 오른 바

있다

여자골프세계랭킹은 2006년 도입됐

으며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158주간

1위를 지켜 최장 기간 세계 1위 부문 기

록을보유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축구 대

표팀의 간판 공격수

지소연(26사진)이

소속팀인 잉글랜드

여자프로축구 첼시

레이디스와 내년 6

월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지소연의 에이전트사인 인스포코리

아의윤기영대표는 15일 올해말로첼

시와계약기간이끝나는지소연선수가

일단 내년 여름까지 재계약했다면서

연봉을 소폭 올리는 조건이며 내년 6

월 계약 연장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

다고밝혔다

지난 2014년 1월첼시구단사상최고

대우를받고입단했던지소연은 2015년

에계약기간을올해말까지 2년연장했

었다

지난해 첼시의 FA컵 준우승과 유럽

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32강진출에앞장섰던지소연은계약기

간 연장 합의로 내년 시즌에도 첼시에

몸담게됐다

다음 달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안컵예선에나갈한국여자대표팀

에 발탁된 지소연은 20일 대표팀 소집

때는 참가하지 못하고 26일 소속팀 경

기까지마치고나서합류할예정이다

연합뉴스

지소연 첼시와내년 6월까지계약연장

리디아고 92주간 여자골프세계 1위

역대 3번째박인비와동률
U20 아르헨잉글랜드기니와한조

신태용 잘 준비해실망시키지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