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제20055호 ��
스포츠

기성용(26스완지시티)가 부상악재를

만났다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

어리그 개막전에서햄스트링을다쳐전반

전에 교체된 기성용이 병원에서 2주 진단

을받았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사인 C2글로벌은 12

일 기성용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병원에

서 검진을 받았다 햄스트링을 다쳐 회복

에 2주가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기성용은최소 2경기이상정

규리그경기에나서지못하게됐다

기성용은 지난 9일 치러진 첼시와의 프

리미어리그 1라운드 원정에 선발 출전했

지만전반 39분께바페팀비고미스에게침

투 패스를 내준 뒤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

통증을호소하며그라운드에주저앉은뒤

전반 41분교체됐다

경기가 끝난 뒤 개리 몽크 스완지시티

감독은기성용의햄스트링부상이심각하

지않아 2라운드경기에나설수있을것이

라고 예상했지만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

으면서 최소 2경기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

게됐다

기성용으로서도부상이아쉽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스완지시티에서 8

골을몰아치면서프리미어리그아시아선

수한시즌역대최다골기록을세웠다 이

를 바탕으로 기성용은 팬이 뽑은 스완지

시티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되는 등 최고

의시즌을보냈다

이때문에기성용은팬들의기대를한몸

에 받고 있지만 개막전부터 부상 악재를

만나면서 힘겹게 새 시즌을 시작하게 됐

다 연합뉴스

부상기성용 이번주도못뛴다

진도가 2016년 제28회 전남도생활체

육대축전개최지로확정됐다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 허정인)는 지

난 11일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컨퍼

런스홀에서 2015년 제5차 이사회를 열

고 진도를 차기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선정했다 <사진>

이에따라제20회 전라남도민의날을

기념하는 2016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은내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진도공

설운동장을 비롯한 진도군 일원에서 열

리게됐다

박용수 진도군생활체육회장은 그동

안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며 구

축한스포츠인프라와대회운영의풍부

한노하우 진도군민들의넘치는인정을

최대한활용해역대대회중가장모범적

인 대회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밝혔다

한편정식종목 19개 민속종목 3개 시

범종목 1개 등 23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

지는올해제27회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

전은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무안

일원에서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시체육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이

하여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체육회

관리공공체육시설물 일부를무료로 개

방한다

시체육회에서 관리 중인 광주시체육

회관 내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트랙) 인라인롤러경

기장(경기장 및 부대시설) 및 국제양궁

장(잔디밭 및 부대시설) 등 4곳을 대상

으로하며 1415일이틀동안오전9시

부터저녁 10시까지무료개방된다

시체육회는최근정부에서발표한 광

복 70주년기념경축분위기확산과 내

수진작 및 경제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평상 시 유료 또는 개

방되지않았던시설물에대하여일부무

료개방을결정하게됐다고설명했다

(문의처광주광역시체육회관 062

6041440 인라인롤러경기장 062959

9950 월드컵경기장 및 국제양궁장

0626042616)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프리미어리그첼시와의개막전서햄스트링다쳐 2주 진단

광주 공공체육시설 1415일 무료개방

광주시체육회광복70주년기념

월드컵경기장양궁장등 4곳

내년 전남생활체전진도개최확정

스페인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난타

전 끝에 세비야FC를 꺾고 유럽축구연맹

(UEFA)슈퍼컵우승을차지했다

바르셀로나는 12일(한국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보리스 파이차제 스타디움에서

열린슈퍼컵결승에서리오넬메시의멀티

골과페드로의결승골을앞세워세비야를

54로이겼다

UEFA 슈퍼컵은 지난 시즌 UEFA 챔

피언스리그 우승팀과 UEFA 유로파리그

우승팀이펼치는단판승부다

세비야는 경기시작 직후인 전반 3분 에

베르 바네가가 프리킥을 오른발 슛 선제

골을터뜨렸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는메시가있었다

메시는 전반 7분과 15분 두 번의 프리킥

찬스에서 연달아 골을 넣으며 순식간에

21로전세를역전했다

바르셀로나는여기에전반 44분 하피냐

와 후반 7분 루이스 수아레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41을기록승리를가져가는듯

했다

그러나 세비야는 유로파리그 챔피언의

저력을과시하듯후반12분호세안토니오

레예스의추격골을시작으로케빈가메이

로의페널티킥 에브헨코노플리얀카의연

속골로 44 동점을만들었다

양팀이연장에서도팽팽히맞선가운데

경기종료5분전메시의슛이골키퍼에맞

고나오자페드로가달려들며결승골을터

뜨려바르셀로나의승리를결정지었다

연합뉴스

지난9일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첼시와의개막전에서스완지시티의기성용이첼시공

격수오스카와볼경합을하고있다

바르셀로나 세비야꺾고 4관왕달성

<스완지시티>

UEFA 슈퍼컵우승

메시프리킥2골힘입어54승

UEFA슈퍼컵트로피를바라보는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