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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승컵을향한본격

적인열전에들어간다

지난 시즌 우승팀 FC바로셀로

나를 비롯해 본선 무대에 오른 32개 팀

은4개팀씩 8개조로나뉘어16일과 17일오전

(이하한국시간) 조별 1차예선전을치른다

16일에는 B조에 속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

랜드)가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과 조별리그 원

정 1차전을갖는다

지난시즌챔피언스리그에진출하지못하고플레이

오프를거쳐 2년만에본선에오른맨유는명문구단

의자존심회복에나선다

이번시즌을앞두고 PSV에서맨유로이적한멤피

스 데파이는 PSV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다면 세

리머니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맨유는팀간판

인 웨인 루니(29)가 부상으로 PSV와의 출전이 불투

명한것으로알려졌다

D조의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는 지난해준우승

팀유벤투스(이탈리아)를홈으로불러들여조별리그

1차전을갖는다

지난 시즌 16강에서 FC바르셀로나에 패해 16강

탈락의고배를마신맨시티는이번시즌전력을대폭

강화했다 볼프스부르크(독일)에서공격형미드필더

케빈더브라위너를리버풀에서라힘스털링을영입

했다 또 발렌시아(스페인)에서 니콜라스 오타멘디

를데려왔다 그 결과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5라운

드를마친현재 5전전승을기록하며리그단독선두

를질주하고있다

지난 시즌 4강에서 탈락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30)의 레알마드리드(스페인)는 A조 샤흐타르도네

츠크(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우승을 위한 첫발을 내

딛는다

리오넬 메시(28)가 이끄는 FC바르셀로나는 17일

AS로마(이탈리아)와 조별리그 원정 1차전을 치른

다 바르셀로나는토트넘으로이적한손흥민의친정

팀인 레버쿠젠(독일) 바테 보리소프(벨라루스)와 E

조에 속해 있다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28) 네이마르(23)의 MSN을

앞세워 2년 연속우승에 도전

한다

F조아스널(잉글랜드)

은 같은 시간 디나모 자

그레브(크로아티아)와

원정 경기를 갖고 리그

초반부진에시달리는G

조 첼시(잉글랜드)는 마

카비 텔아비브(이스라

엘)와 홈 경기를 갖는다

양일간의 1차전이 끝나

면 32개 팀은 9월30일과

10월1일 이틀에 걸쳐 조

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각 조 상위 2개 팀이 16

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다

연합뉴스

별들의 전쟁 유럽 챔스리그 막 올랐다

1617일조별 1차예선

바르셀로나 2연패관심

스페인프로축구레알마드리드가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구단 자리를

미국 미식축구리그(NFL) 댈러스 카우

보이스에내줬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15일(한국시간) 영국 경제전문지 포

브스가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지난 7월

까지만해도 1위를지켰던레알마드리

드의가치는 21억1000만파운드(약 3조

8000억원)으로매겨졌다

댈러스는 25억9000만 파운드(약4조

7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됐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 거의

1조원이상높은금액이다

댈러스는 1995년 이후 슈퍼볼 우승

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입장료 수

입과 8만5000명을수용할수있는홈구

장 AT&T스타디움 가치 등에 힘입어

지난9년간포브스조사에서NFL분야

1위를차지해온팀이다

3위는 NFL 슈퍼볼 챔피언인 뉴잉글

랜드 패트리어츠로 20억7000만 파운

드(약 3조7750억원)의 가치가 매겨졌

다

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의뉴욕양

키스도공동 3위에이름을올렸다

5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인 바

르셀로나(20억5000만 파운드약 3조

7385억원) 6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

그 인기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20

억1000만 파운드약 3조6655억원)였

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다가오는추석연휴에세계최정상급리듬

체조의 별들과 함께 한국전통 무용을 결

합한콜라보레이션무대를선보인다

손연재의 소속사인 IB월드와이드는

2627일잠실실내체육관에서열리는 메

이킨Q 리드믹올스타즈 2015에서손연재

가세계최정상급리듬체조선수들과함께

추석을맞아한국적인멋과음악이어우러

진공연을준비하고있다고15일밝혔다

먼저 1부오프닝무대에서는참가선수단

전체가 아리랑의 선율에 맞춰 리듬체조가

지닌아름다운곡선과한국적요소가함께

어우러진화려한무대를선보일예정이다

또 손연재와 마르가르타 마문 알렉산드

라솔다토바(이상러시아)멜리티나스타뉴

타(벨라루스)등주요선수들이함께무대에

올라한국적모티브로리듬체조와한국무용

의새로운콜라보레이션공연을펼친다

이번갈라쇼는아시아를넘어세계적인

선수로성장한손연재를비롯해지난카잔

월드컵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마

문 러시아의 신성솔다토바 벨라루스 리

듬체조계의공주스타뉴타등초호화선수

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가위 가을밤을 화

려하게수놓을예정이다 연합뉴스

NFL 댈러스카우보이스 레알제치고가장비싼구단

포브스발표4조7천억가치

레알마드리드는 2위

메시

한가위에연재만나요

2627일 서울잠실체육관

호날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