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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레스

터시티가 사상 첫 우승으로 가는 길목

에서간판골잡이제이미바디(29)가퇴

장당하는악재를만났다

바디의 퇴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각)

웨스트햄과의 34라운드에서 발생했다

레스터시티가 10으로 앞서가던 후반

11분대니얼드링크워터의패스를받은

바디가 페널티박스 좌측으로 돌파하다

가웨스트햄안젤로오그본나와부딪쳐

넘어졌다 페널티킥이 주어질 수도 있

는상황이었지만심판은바디가넘어진

것이 과하다고보고오히려그에게옐

로카드를내밀었다

바디의 행동을 헐리우드 액션으로

판단한것이다 이미전반전에경고 1개

를 받았던 바디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고 이후레스터시티는 2골을연거

푸 내주며 무너졌다 레스터시티는 후

반추가시간에애매한페널티킥판정을

얻으내동점을만들긴했지만승점 3을

쌓을기회를승점 1에만족해야했다

클라우디오라니에리감독은경기후

심판 판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면서도바디는다이빙을하지않았다

며불만을나타내기도했다

이날 경기에 승리했더라면 2위 토트

넘과승점 10까지벌려남은 4경기중 2

경기만 승리해도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었기에바디의퇴장은컸다

더구나 바디가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없다는점은부담될수밖에없다 바

디로서도득점왕경쟁에서불리하게됐

다현재 22골로한경기를덜치른해리

케인과공동선두에올라있다

레스터가 바디의 퇴장을 극복하고

미생의반란 드라마를완성할수있을

지축구팬들의관심이쏠린다 연합뉴스

레스터 웨스트햄과 22 무

PK 아닌 경고판정 논란

쫓겨난 바디레스터 EPL 우승 빨간불

스페인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리오

넬 메시가 개인통산 500호골을 달성했지

만 팀은충격적인 3연패에빠졌다

바르셀로나는 18일(이하 한국시각) 스

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2015

2016 시즌스페인프리메라리가 33라운드

홈경기에서메시의득점포가터졌지만발

렌시아에 12로패했다

지난 3일 레알 마드리드(12 패) 10일

레알소시에다드(01 패)에연속으로패했

던 바르셀로나는 3연패에 빠졌다 바르셀

로나의 정규리그 3연패는 2003년 이후 13

년만이다

득실차로 선두(24승4무5패승점 76점)

는 유지했지만 그라나다를 30으로 완파

한아틀레티코마드리드와승점이같아졌

고 3위레알마드리드와는 1점차다

바르셀로나는 최근의 부진을 보여주듯

전반 26분 자책골로 끌려갔다 이반 라키

티치가 페널티지역에서 발렌시아 길레르

메시퀘이라의슈팅을막는과정에서자신

의발을맞고볼이골문안으로들어갔다

이어 전반추가시간에는발렌시아대니얼

파레조의패스를받은산티미나의오른발

슈팅에 추가골을 허용하며 전반을 02로

마쳤다

반격에나선바르셀로나는후반18분메

시가조르디알바의크로스를논스톱슈팅

으로 골망을 가르며 추격했다 총 공세에

나섰으나 후반 30분 라키티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후반 37분 네이마

르의 돌파가 수비에 막히며 동점골을 넣

는데실패했다

메시는 개인 통산 500호골을 달성했지

만 팀패배로빛이바랬다

메시는바르셀로나에서 450골(524경기)

을 터뜨렸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50

골(107경기)을넣었다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각) 열린 EPL 34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레스터시티 제이미 바디(오른쪽)가 상대팀 페드로 오비앙에게

태클을걸고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여자프로축구 첼시 레이디

스의 지소연(25사진)이 경기 종료를 불

과 4분남겨두고기적같은동점골을넣

어역전승의발판을놓았다

지소연은 18일(한국시각) 영국스테인

스 휘트시프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FA컵 4강 맨체스터시티 레이디스와 경

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1분 프리

킥동점골을터뜨렸다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은지소연은 오른발로 직접 슈팅을 시

도해상대골망을흔들었다

지소연의 한 방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첼시 레이디스는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첼시 레이디스는

연장 후반 종료 직전

프랑 커비의 결승골

로 21 승리를 만들

었다

2년 연속 결승 진

출에성공한첼시레이디스는다음달 15

일 아스널레이디스와우승컵을놓고싸

운다 연합뉴스

지소연 종료 4분전 동점골첼시 FA컵 결승 진출

메시 빛바랜 500호골

바르샤 충격의 3연패
라리가 발렌시아에 12패

AT레알 1위 턱밑 추격

18일열린스페인프리메라리가 33라운드에서발렌시아에 12로패한 FC바르셀로나리오넬메

시(왼쪽부터) 네이마르다실바루이스수아레스가망연자실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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