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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잘 던졌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는 2경기

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했고 오승환(34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은 1이닝동안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완벽

한 투구를 펼쳤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

츠)는 타석과누상에서모두활약했다

박병호는 9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

그마이애미말린스와홈경기에 6번지명

타자로선발출전했다 박병호는대만출

신의좌완천웨이인과맞대결을펼쳤다

2회말 무사 1루에서첫타석을맞은박

병호는 투수 앞 땅볼을 쳐 선행 주자가 2

루에서 아웃됐다 1루를 밟은 박병호는

오스왈도 아르시아의 2루타와 커트 스즈

키의우전안타로득점을올렸다

박병호는팀이 45로역전을허용한뒤

인 6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터트

렸다 박병호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천웨이인의 138슬라이더를퍼올려왼

쪽 담장을 넘겼다 11호 홈런이다 감을

잡은 박병호는 7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5경기만에멀티히트를기록했다

오승환은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 경기

에서 85로 앞선 7회말 마운드에 올라 1

이닝동안 3탈삼진무실점으로호투했다

오승환은 애덤 듀발과 풀카운트로 맞서

다가 148포심패스트볼로헛스윙삼진

을잡았다 에우헤니오수아레스는 135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빌

리 해밀턴을 상대로도 138 슬라이더로

헛스윙을끌어내스트라이크아웃낫아웃

으로 처리했다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을 이어나간 오승환은 시즌 10호 홀드를

기록했다

김현수는 캔자스시티와 홈경기에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1도루를 기록했다 시즌 4번째 타

점에 이어 메이저리그에서 첫 도루에 성

공했다 김현수는 30으로 앞선 5회말 2

사 2루에서캔자스시티선발에딘손볼케

스의 126 너클 커브를 공략해 중전 적

시타를 쳤다 시즌 4번째 타점이다 김현

수는이어 2루를향해달려가면서메이저

리그 25경기만에첫도루를기록했다

강정호는뉴욕메츠와벌인홈경기에 4

번타자 3루수로선발출전 5타수 1안타 1

타점 2삼진 1도루를 기록했다 이날 상대

는 160대 직구와 150대 슬라이더를

던지는 괴물투수 신더가드였다 강정호

는 1회말 첫 타석부터 공격적으로 맞섰

다 무사 23루에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

는 2구째인시속 156 싱커를밀어쳐우

전적시타로타점을올렸다

강정호는 2사 13루 맷 조이스타석때

2루를훔치기까지했다 강정호의시즌 1

호이자무릎부상에서돌아온이후첫도

루다 그러나 조이스가 삼진으로 돌아서

면서득점에는실패했다 연합뉴스

러시아여자테니스간파스타마리아샤

라포바(사진)가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

으로부터2년간자격정지징계를받았다

이날징계는지난 1월호주오픈테니스대

회에서 샤라포바에대한 도핑 검사에서멜

도니움양성반응이나온데따른것이다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26일부터 소

급 적용돼 오는 2018년 1월25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리우데자네이루 올

림픽출전도사실상무산된것으로보인다

샤밀 타르피슈체프 러시아 테니스협회

회장은 이날 타스 통신에 에카테리나 마

카로바를샤라포바대신올림픽에출전시

킬예정이라고말했다

그러나샤라포바는이번결정을두고국

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그는 이 결정이 발표된 직후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라며 즉각 CA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TF는내가의도적으

로반도핑규정을위반했다는것을입증하

려고 엄청난 시간과 자료들을 이용했다

며 나는어떠한잘못된일을고의로하지

않았다고강조했다

지난 3월 초 ITF로부터 일시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그동안 치료 목

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

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

다고해명해왔다 연합뉴스

2경기만에또담장넘긴 박뱅시즌 11호

9일미네소타트윈스의박병호가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열린미국프로야구(MLB) 마이애미말린스와경기6회말이번시즌 11호홈런을터뜨리고동료오스왈도

아르시아의축하를받으며홈으로들어오고있다 연합뉴스

약물 복용논란 샤라포바

2년자격정지리우출전무산

박병호 천웨이인상대솔로포

마이애미전 2연승이끌어

4타수 2안타 1홈런 1타점

강정호(피츠버그파이리츠)
뉴욕메츠전선발출전

5타수 1안타 1타점2삼진 1도루

김현수(볼티모어오리올스)
캔자스시티전선발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 1도루

오승환(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
신시내티전 1이닝 3탈삼진무실점

(9일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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