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제20504호 ��
스포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EB하나은행이

23일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K

리그 팬사랑 적금 출시를 기념하는 상품

가입식을 열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를 시

작했다

K리그 팬사랑 적금은 연맹과 K리그

타이틀스폰서 KEB하나은행이 함께하

는 첫 공동 마케팅 상품으로 14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1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정액적립식과 자

유적립식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액적립

식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1%에 각종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26%의 금리를 적

용받을 수 있다 판매기간은 오는 8월 31

일까지이다

K리그를 응원할 수록 우대금리 혜택

이 늘어나는 것이 이색적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뱅킹의 팬사랑

전광판 어플에 접속해 좋아하는 K리그

팀을 SNS로 응원하면 연 05% K리그

퀴즈에 응모해 정답을 맞히면 최대 연 0

5% 전국 22개 경기장에서 하나머니GO

를 통해 금리우대쿠폰을 잡으면 연 0

3% 적금의 이자를 하나머니로 받는 것

에 동의하면 연 02% 등 최대 연 15%까

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금 가입자에게는 K리그 전 경

기 입장권(일반 비지정석 기준) 30% 할

인 혜택이 제공되며 적금 수익의 일부는

축구 발전기금으로 조성돼 K리그 구단

에 지원된다

한편 이날 상품 가입식 행사에는 황선

홍 감독곽태휘(이상 서울) 서정원 감

독염기훈(이상 수원) 김도훈 감독이

종호(이상 울산) 최순호 감독손준호(이

상 포항)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창

구에서 직접 상품에 가입 K리그 팬사

랑 적금의 성공적인 정착과 K리그 발전

에 힘을 보탰다 김여울기자wool@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내년

월드챔피언십에서 캐나다 미국 핀란드

등의 세계적인 강호와 격돌한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23일 내

년 5월 덴마크 코펜하겐과 헤르닝에서

열리는 2018 IIHF 월드챔피언십 조별리

그 대진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7년 세계 랭킹 21위의 한국은 B조

에 편성돼 캐나다(1위) 핀란드(4위) 미

국(5위) 독일(8위) 노르웨이(9위) 라트

비아(12위) 덴마크(13위)와 격돌한다 A

조에는 러시아(2위) 스웨덴(3위) 체코(6

위) 스위스(7위) 벨라루스(10위) 슬로

바키아(11위) 프랑스(14위) 오스트리아

(16위)가 편성됐다

16개국이 출전하는 IIHF 월드챔피언

십은 각각 8개 팀씩 나뉘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조 상위

4개 팀이 진출하는 8강토너먼트 단판 대

결로 메달을 가린다 조별리그 각 조 최

하위 팀은 다음연도 세계선수권디비전

1 그룹A로 강등된다

지난 4월 키예프에서 열린 2017 IIHF

세계선수권디비전 1 그룹 A에서 2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월드챔피언십 승

격에 성공한 한국의 내년 목표는 생존

이다

조별리그에서 꼴찌를 면해 살아남기

만 해도 국제아이스하키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2008년의 프랑스를 끝으로 하부리그

에서 승격해 월드챔피언십에서 살아남

은 팀은 아직 나오고 있지않다

백지선호가 내년 5월 덴마크에서 맞

붙을 팀 가운데 캐나다 핀란드 미국은

널리알려진 아이스하키 전통 강호다소

속 팀과 개인 일정에따른변수는 있지만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스타 플

레이어들이 다수 참가할예정이다

연합뉴스카타르와

의 2018 러

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

차전 원정경

기에 나서는

축구대표팀

의 늦은 밤

시간대 경기 적응이 승부에 새로운 변

수로떠올랐다

울리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은 다음 달 13일 밤 10시(현지시간한

국시간 14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자심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카타르와

월드컵최종예선을 치른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제축구연맹

(FIFA) A매치 기간은 무슬림(이슬람

교도)의 단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이다

올해는 라마단이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이고 FIFA A매치데이는 다

음달 5일부터 13일까지여서겹친다

이슬람계는 라마단 기간 해가 뜰 때

부터 질 때까지음식을 먹지 않고물이

나음료수도 마시지않는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 식당이 점심에

문을 닫고 관공서 은행 업무시간도

23시간 단축된다

낮시간대 기온이섭씨 35도를웃도는

찜통 더위 때문도 있지만 라마단 기간

현지인들이주로 일몰후에활동하기때

문에 경기 시간이심야로늦춰졌다

카타르전에 나서는 태극전사들로서

는 여섯 시간의 시차는 물론 밤 시간대

경기에도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과제가 된셈이다

이에따라슈틸리케호는 선수들이밤

시간대 경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시간도탄력적으로 조정할예정이다

카타르와 월드컵 최종예선을 1주일

여앞두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서 이라크와 평가전을 벌이는 것도

현지 날씨와 시차밤시간대 경기를 고

려한워밍업차원이다

이라크와 평가전은 현지 시간으로 7

일밤 9시(한국시간 8일 오전 3시)로 잡

았다

태극전사들이 카타르전과 비슷한 환

경을 미리 경험해보도록 하기 위한 조

치다

다만평가전이 라마단 기간과겹치는

바람에 아직 경기장을 확정하지 못했

다 경기장 운영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않아서다

축구 대표팀 관계자는 이번 카타르

와 원정경기는 무더위와 밤 시간 경기

시차와의 싸움이 과제가 됐다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수들

의컨디션조절에신경을쓰겠다고말

했다 연합뉴스

월드컵최종예선현지시간 6월 13일밤 10시적응력중요

라마단 변수카타르전 심야경기

SNS로 K리그응원하면 우대금리혜택

남자아이스하키 세계 1위 캐나다와맞붙는다

K리그팬사랑적금

입장권 30% 할인도

백지선남자아이스하키팀감독

내년월드챔피언십대진확정

핀란드미국등강호와한조

백지선 목표는꼴찌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