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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이 유럽 원정 2연전에서

얻어가려던것중하나는자타공인대표

팀에이스인손흥민(토트넘)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소속팀에서 물오른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이 대표팀에서는 어느 위치

에서 누구와뛰어야대표팀전력이극대

화할수있는지를찾는것이러시아월드

컵을앞둔대표팀의당면과제다

28일폴란드전까지 2연전을모두마친

상황에서 수확이 있다면 손흥민과 황희

찬(잘츠부르크)의 호흡을확인했다는 것

이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폴란드와의 평가전에서 전반에 두 골을

내준 후 후반 41분 이창민(제주)의 만회

골과 42분 황희찬(잘츠부르크)의 동점골

로 22로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 추가시

간에 피오르트 지엘린스키에 결승골을

헌납하며 23로무릎을꿇었다

폴란드전에서 손흥민은 스리톱의 중

앙공격수 사실상원톱으로경기를시작

했다

경기초반고립된채공을제대로잡아

보지도 못했던 손흥민이 활기를 띄기 시

작한것은전반 38분 황희찬이투입되면

서부터다 황희찬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

손흥민에게연결되는공도더많아졌다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황희

찬의패스에이은손흥민의슈팅과손흥

민의패스에이은황희찬의슈팅이연이

어 나오며 폴란드 수비진을 긴장시켰다

이날 손흥민황희찬 듀오는 각각 1도움

과 1득점을기록했다

유럽원정에서같은방을쓰는두선수

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절친한 형동생

사이다 많은대화를나누면서서로의스

타일에대한이해를높여간것이경기중

에도나타났다

이날 경기 후 손흥민은 희찬이는 움

직임이 좋고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

는 선수다 희찬이가 좋아하는플레이가

뭔지를알고 희찬이도내가좋아하는플

레이가 뭔지를 알아서 서로서로 맞아떨

어진것같다고말했다

황희찬도 흥민이형이랑은워낙친하

고얘기도많이해서좋았던장면이후반

전에 많았다며 앞으로 더 맞춰나가면

서 더 좋은 콤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할것이라고말했다

황희찬이 손흥민 파트너 오디션에서

합격점을받았다면 김신욱(전북)은 물음

표를남겼다

김신욱은 지난 북아일랜드전에서 손

흥민 권창훈과스리톱의한가운데서출

격했다가 경기중손흥민과 투톱으로나

섰다 김신욱은 최근 A매치 4경기 연속

골을기록중이었고 손흥민역시 3월들

어소속팀에서훨훨날고있지만두선수

의 시너지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체격조

건의강점을발휘하지못한채빠르고힘

좋은 북아일랜드 수비수 사이에서 고전

한 김신욱은 손흥민에게 집중된 수비를

막아주지못했다

김신욱은 이날 폴란드전에서도 후반

교체 투입돼 황희찬과 투톱을 이뤘다 2

선에 내려온 손흥민이 대표팀의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전방에서의 김신욱

은이렇다할활약을보이지않았다

역시 손흥민 짝 후보였던 이근호(강

원)와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몸 상

태가완전하지않아 이번 유럽 원정에서

테스트를받지못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광주FC가네이밍데이를통

해축구팬들에게추억을선물한다

광주는28일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 기관단체들에 다양한 혜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네이밍데이를 실시한

다고밝혔다

네이밍데이는프로축구활성화와함께

지역기관단체들이축구를쉽게접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마련됐다

광주는 네이밍데이 참여 단체에 입장

권 할인혜택은 물론 시축 격려 선수단

기념촬영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해추억을선사할예정이다

네이밍데이 신청은 광주 홈페이지

(wwwgwangjufccom)와 유선전화

(0623737733)를 통해 가능하며 최소

100명 이상 참여 가능한 기관과 단체여

야한다

광주관계자는네이밍데이는단순한

축구관람이아니라축구를통한추억을

선물하기위해마련됐다며 응원과함

께승리의기쁨까지누린다면최고의이

벤트가될것이라고말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정현(23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

스(ATP) 투어마이애미오픈(총상금 797

만2535 달러) 8강에진출하며세계랭킹 20

위벽을넘어설게유력해졌다

정현은27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남자단식

16강전에서주앙소자(80위포르투갈)를 1

시간8분만에20(64 63)으로제압했다

이로써정현은올해 1월 ASB 클래식부

터최근 6개대회연속 8강의성적을달성

했다 또 이날 승리로 랭킹 포인트 180점

과상금 16만7195달러(약 1억8000만원)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현은 4월 2일 발표되는 세

계랭킹에서 19위정도에자리할가능성이

커졌다정현이4강까지오르면20위내진

입을사실상굳힐수있다

정현의 다음 상대는 존 이스너(17위미

국)로 정해졌다 이스너는 16강에서 이번

대회 2번 시드인 마린 칠리치(3위크로아

티아)를 20(7670 63)으로 물리쳤

다

2012년 세계랭킹 9위까지 올랐던 이스

너는키 208의장신으로 정현(188)보

다 20가더크다 연합뉴스

손흥민 짝 찾기 황희찬 합격점

1도움1득점으로호흡확인

투톱나선김신욱은물음표

한국 폴란드평가전 23 패

추억만드세요광주FC 네이밍데이실시

할인시축기념촬영등혜택

정현 파죽지세
6개대회연속 8강 진출

세계 20위 벽 넘어설듯

광주 FC가지역기관단체들을대상으로다양한혜택과체험기회를제공하는네

이밍데이를실시한다지난해광주은행네이밍데이모습 광주 FC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