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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

넘의손흥민(23)이 주말지난시즌우승팀

첼시를상대로득점포가동에나선다

토트넘은 29일 밤 9시(이하 한국시각)

영국런던의홈구장화이트하트레인에서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

운드 첼시와 경기를 치른다 그에 앞서 토

트넘은 오늘 새벽 3시에 카라바크(아제르

바이잔)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먼저 치른

뒤 이틀을 쉬고 첼시를 상대하는 일정이

다 다소빡빡한일정탓에손흥민은두경

기 가운데 한쪽에만 전념하거나 두 경기

다뛰더라도출전시간을조절할가능성이

크다그러나토트넘은유로파리그조별리

그에서도승점 7로조 3위에불과3점앞서

있다

첼시역시이번시즌에는15위에머물고

있지만전통의 강호라는점에서 토트넘으

로서는 여유가 많지 않은 편이다 손흥민

의 최근 기세는 좋다 국가대표에 소집돼

라오스를 상대로 두 골을 몰아쳤고 토트

넘에복귀해서도 23일 웨스트햄을상대로

어시스트를기록하며상승세를 보이고있

다 또 27일 상대인 카라바크는 9월 유로

파리그 첫 대결에서 손흥민이 두 골을 기

록한 상대라 29일 첼시전을 앞두고 골 감

각을 조율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29일 상대인 첼시는 디펜딩 챔피언이지

만 이번 시즌에는 4승2무7패 승점 14로

20개 팀 가운데 15위로 부진하다 그러나

최근 리그 경기에서 노리치시티를 10으

로 물리쳤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

언스리그경기에서는마카비텔아비브(이

스라엘)를 40으로 완파하며 2연승의 상

승세로돌아섰다

손흥민이첼시와같은명문팀을상대로

골을터뜨리면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

는계기가될전망이다

스완지시티의기성용(26)도 30일오전 1

시15분 리버풀과 경기 출전을 준비한다

최근세경기에서 1무2패로부진한스완지

시티가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려

면기성용의활약이절실하다

이번시즌리그경기에서아직득점이나

어시스트를기록하지못하고있는기성용

역시라오스전에서두골을터뜨리며감각

을 끌어올린 터라 이날 경기 활약을 기대

할만하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

르크에서 뛰는 구자철(26)은 친정 볼프

스부르크를 상대한다 구자철은 2011년

볼프스부르크유니폼을입고독일에진출

했고이후아우크스부르크마인츠를거쳐

올해 8월 다시 아우크스부르크로 돌아왔

다 21일 슈투트가르트를상대로시즌 3호

골을 넣은 구자철은 두 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한다 아우크스부르크도 슈투트가르

트전 40 대승에 이어 시즌첫 연승을 노

린다

 해외파주말경기일정(한국시각) ▲

28일(토) 호펜하임묀헨글라트바흐(23시

30분김진수 홈) ▲ 29일(일) 크리스털팰

리스뉴캐슬(이청용 홈) 퀸스파크레인저

스리즈(윤석영 홈이상 0시) 토트넘첼

시(21시손흥민 홈) 도르트문트슈투트

가르트(23시30분박주호홈) ▲ 30일(월)

리버풀스완지시티(01시15분기성용 원

정) 아우크스부르크볼프스부르크(01시

30분구자철지동원홍정호홈)

연합뉴스

손흥민 명문 첼시 상대 골 사냥 나선다

손흥민(오른쪽)이지난22일(현지시각)토트넘홈구장인런던화이트하트레인에서열린잉글랜드프로축구프리미어리그웨스트햄

과의경기에서토트넘카일워커의득점을함께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토트넘29일프리미어리그14R

스완지기성용은30일리버풀전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

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

한레알마드리드(스페인)가혼자서 2골

2도움을 펼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원맨쇼를 앞세워 도네츠크 샤흐타르(우

크라이나)에 진땀승을 거두고 5경기연

속무패행진을이어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26일(한국시각) 우

크라이나 리비프의 리비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A조 5차전 원정에서 샤흐타

르에 43으로힘겹게이겼다

지난 4차전에서 16강 진출을 확정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승리로 조별리그

전승행진을이어갔다 하지만지난 4차

례경기에서무실점을기록했던레알마

드리드는 이날 3골이나 내주면서 조별

리그첫실점의아쉬움도맛봤다

비록 후반 막판 3실점한 게 아쉬웠지

만 이날 호날두의 활약은 눈부셨다 레

알 마드리드가따낸 4득점모두호날두

의발끝이관여했다

연합뉴스

2골 2도움 호날두 독무대

레알마드리드 챔스리그샤흐타르전 43 승

호날두

축구팬이 직접 최고의 플레이어를

직접 뽑는다 축구팬이 참여하는 adi�

das 팬(FAN)타스틱 플레이어 온라인

투표가 24일 시작됐다 투표는 오는 11

월30일 낮 12시까지 K리그 홈페이지

(wwwkleaguecom)와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 withkleague)

트위터(@kleague) K리그 공식 인증

앱 오늘의K리그(httpbitlyyam

_kl)등에서진행된다

K리그 클래식(1부)과 챌린지(2부)에

등록된 선수가 모두 팬타스틱 플레이

어의 후보이며 팬들은 자신이 추천하

는 K리그 선수를 2순위까지 총 2명을

적어응모하면된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팬

(FAN)타스틱 플레이어에 선정된 선수

의친필싸인이담긴K리그경기사용구

아디다스 커넥스트 15 OMB(2명) 아디

다스 크로스백(3명) EA SPORTS

FIFA 16(20명 PC용)을 선물한다 당

첨자는 12월 2일 K리그 홈페이지와 페

이스북 트위터등을통해공지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팬이뽑은 K리그최고의선수는?

이달까지온라인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