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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연 선수가 모교인 오주중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찾아 축구클리닉을 통한 재능기부를 한다.

지소연은 오는 7.14.(금) 송파 여성축구장(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10, 02-412-5969)에서 모교
인 오주중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한다. 

지소연은 드리블, 슈팅, 크로스 등의 노하우 등을 포인트 레슨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항상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해 온 지소연은 “후배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여 앞
으로의 한국축구를 이끄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 후원해 주신 선수촌병원에 너무 감사하다. 여
자축구선수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소연의 재능기부는 선수촌병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지소연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선수촌
병원의 김상범 원장은 “영국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지소연 선수에게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금번 선수촌병원의 후원은 여자축구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
로도 우리나라 여자축구의 발전을 기원하며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재능기부에 대
한 후원은 앞으로 축구 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또한 지소연 선수에게 실질적인 지
원을 해주신 선수촌병원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고 전했다.

#선수촌병원은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스포츠 재활과 관절 척추 전문병원으로 FC서울 공
식 지정병원,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여자축구단 등의 지정병원이며, 오승환 선수 등 많은 선수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은 무중력 재활운동을 위한 G-Trainer와 척추구조의 안정화 및 통증 감소를 
위한 Air Balance, 인체의 7개 주요관절의 측정을 위한 CSMI, 체외충격파, 자기공명영상촬영기, 
HILT 레이저, DITI 적외선 촬영장비 등 첨단 장비를 갖추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재활치료를 위해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도수
치료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오주중학교는 서울시 유일의 여자축구부이며, 지소연 선수가 활약한 2004년과 2005년 전국대회 
2년 연속 4관왕으로 전성기였다. 현재 김종건 감독(53세)이 32명의 여자축구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최근 2017 국민체육진흥공단 청학기(6.26. ~ 7.3.) 전국여자중고축구대회(여중부)에서 하
슬라중을 상대로 3-0으로 우승하여 명문 축구부로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회에서 주장 
이다연(15)은 대회 최우수선수(MVP), 이기민(15)은 결승전 결승골 포함 7골로 득점왕을 수상하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