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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포항 스틸러스의 유니폼

을입고프로축구K리그데뷔골을넣었

던 이동국(38전북)이 친정팀을 상대로

역대 첫 7070클럽(197득점71도움)

대기록을세웠다

이동국은 지난 17일 포항스틸야드에

서열린K리그클래식 29라운드포항과

원정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 통산

197골 71도움 금자탑을 쌓아 K리그 역

대 1호 7070 클럽 가입을 신고했다

전북이 40 완승을 해 이동국의 대기록

은더욱빛났다

이동국의 대기록이 의미 있는 건 프

로무대를밟은 1998년부터쉼없는노력

으로 20년가까이최고의실력을유지했

기때문이다

그는 데뷔 시즌이었던 1998년 11득점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K리그 간판선수

로일찌감치발돋움했다

화려하게 프로축구에 데뷔했지만 꽃

길만 걸었던 건 아니다 이동국은 데뷔

후 청소년 대표팀과 국가대표 K리그

경기를 병행해 혹사논란이 일 정도로

많은경기에뛰었다

한일월드컵으로 떠들썩했던 2002년

엔 정작 이동국은 대표팀에 들지 못해

군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는 광주

상무에 입대했고 보란 듯이 2004년 11

골을넣으며맹활약했다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로 진출했

지만기대에미치지못하는성적을거뒀

고 K리그로 복귀한 뒤에도 고난의 길은

계속됐다 포항에서기대이하의대우를

받은이동국은성남일화로이적했지만

당시성남신태용감독으로부터전력외

평가를받고전북현대로재이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에 입단한 이동국

은 제2의전성기를 활짝열었다 2009년

무려 22골을 넣으며 그해 최우수선수

(MVP) 트로피를차지했고 2011년에는

득점(16골) 못지않게 많은 어시스트(15

개)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21경기에

나와 5골 5어시스트를기록했고 국가대

표에도 뽑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에이바지했다

소속팀으로 돌아온 이동국은 프로축

구의역사를다시썼다

선발출전명단에포함된이동국은전

반 41초 만에 한교원의 패스를 받아 문

전에서가볍게공을밀어넣었다

대기록은 20으로 앞선 전반 29분에

만들었다 그는 아크서클에서 흘러나온

공을 강하게 차 상대 팀 골망을 흔들었

다 이동국은후반 16분도움한개를추

가하며대기록을자축했다

이동국은 경기 후 내가 태어난 곳에

서 대기록을 달성해 감회가 새롭다며

골을 넣는 것보다 어시스트하는 게 어

려웠는데 동료들의 도움으로 운 좋게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

혔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7회 연

속올림픽무대에오른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부터

태권도가 2024년 프랑스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확정됐다는

서신을받았다고 18일밝혔다

이미 지난 6월 집행위원회에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치른 28개 종

목을 2024년 대회에도 정식종목으로채택

하기로 한 IOC는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

린총회에서이를승인했다

IOC는 앞서 이번 총회에서 2024년과

2028년 올림픽 개최지로 각각 파리와 미

국로스앤젤레스를선정했다

태권도는 1994년파리에서열린 IOC 총

회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

로처음채택됐다

이후 지난해 리우올림픽까지 5회 대회

연속정식종목으로채택돼올림픽핵심스

포츠로자리잡았다

아울러 2020년 도쿄대회에서도 정식종

목으로치러질태권도는이번 IOC의결정

으로 2024년파리대회까지 7회연속올림

픽종목의지위를이어갈수있게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전자호구를 도입해

공정한판정시스템을구축한 2012년런던

올림픽에 이어 지난해 리우에서도 성공을

거둠으로써 2024년파리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으로확정됐다고의미를부여했다

이번에 확정된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에

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대회조직위원

회추천으로추가된야구소프트볼 서핑

스케이트보드 클라이밍 가라테 등 5개

종목은일단빠졌다

향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IOC에

조직위추천종목을제안하면 IOC 집행위

원회는 이를 검토해 2019년 이탈리아 밀

라노총회에서 2024년대회때한시적으로

치를종목을추가할예정이다

이후 2020년 12월 IOC 집행위원회에서

추가 종목을 포함한 파리올림픽 종목의

세부프로그램을결정한다

IOC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정

식종목은 2021년 총회에서 정할 방침이

다 연합뉴스

광주대학교 축구부가 2017년 대학리그

(U리그)에서 12연승으로 전승 우승의 기

쁨을맛봤다

광주대는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축구장

에서 열린 U리그 8권역 12라운드 조선이

공대와의 경기에서 김근웅(3년)의 해트트

릭을앞세워 30으로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광주대는 8권역 12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창단 첫 전승 우승

이라는기록을이뤘다

해트트릭의 주인공 김근웅은 12경기에

서 10골을뽑으며 8권역득점왕에올랐다

올 시즌 첫 대회였던 춘계대학축구연맹

전에서공동3위에올랐던광주대는U리그

에서도 25득점 7실점의 안정된 전력을 과

시하며10월전국체전전망을밝게했다

전국체전광주대표인광주대는 10월 19

일제주국제대학교와첫경기를치른다

광주대 이승원 감독은 전승 우승이라

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기쁘다며

남은한달동안조직력을정교하게다듬

어전국체전에서금메달을가져올수있게

최선을다하겠다고우승소감을전했다

한편 U리그 8권역에서는 광주대와 남

부대 동강대조선이공대 전주기전대 우

석대 호남대등 7개대학이홈앤드어웨이

로조별리그를치러우승팀을가렸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태권도 7회 연속 올림픽 무대 오른다

2024년 파리서도정식종목

광주대학교축구부가지난최근광주과학기술원에서열린2017대학리그8권역최종라

운드에서조선이공대에30으로승리하며전승우승을확정한뒤기뻐하고있다

광주대학교제공

광주대축구 U리그 8권역전승우승

이동국 K리그첫 7070 새 역사

197 득점71 도움 대기록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주최하는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17일 평양태권

도전당에서개막했다고북한노동신문이 18일보도했다 연합뉴스

태권도세계선수권평양서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