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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메시의해트트릭활약을앞세운

바르셀로나(스페인)가 옛 사령탑 펩 과르

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이

하맨시티잉글랜드)를대파했다

바르셀로나는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C조

3차전에서맨시티에 40으로완승했다

메시는전반 17분문전에서안드레이니

에스타와패스를주고받은뒤맨시티골키

퍼클라우디오브라보까지제치고가볍게

왼발슈팅으로선제골을신고했다

이 득점은 2016년 바르셀로나의 메시

루이스수아레스네이마르로구성된 이른

바 MSN트리오의 100호골이기도했다

수적우위를점한바르셀로나는공세를

이어갔고 메시가후반 16분 역습 과정에

서다시이니에스타의패스를받아페널티

지역 전방에서 왼발 슈팅해 오른쪽 구석

골망을흔들었다

메시는후반24분맨시티수비의실수를

놓치지않고수아레스의패스를받아또다

시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해

해트트릭을완성했다

바르셀로나는후반 28분 제레미마티유

가 퇴장당해 수적으로 같아진 상황에서도

네이마르가 후반 44분 추가골을 넣어 승

부에쐐기를박았다 바르셀로나는 C조에

서 3전전승을거두며선두를달렸고맨시

티는 1승 1무 1패로주춤했다 연합뉴스

UEFA 챔스조별리그

바르샤 맨시티에 40 완승

20일스페인바르셀로나의캄프누에서열린 FC 바르셀로나와맨체스터시티 FC의 20162017 유

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C조3차전에서리오넬메시(바르셀로나)가상대수비수와골키퍼

를제친뒤득점을시도하고있다 연합뉴스

스승 펩 상대로메시 환상의 해트트릭

친정팀 레버쿠젠(독일)과의 경기에서

만족할만한결과를얻지못한손흥민(24

토트넘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

미어리그(EPL) 본머스전에서다시 골사

냥에나선다

토트넘은 22일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영국본머스딘코트에서본머스와 리그9

라운드원정경기를치른다

토트넘은 5승 3무(승점 18)로 리그에서

유일하게무패행진을기록하고있지만맨

체스터 시티와 아스널

(이상 승점 19)에 이어

3위에머물러있다 리

그 11위 본머스전 승

리 시 선두 도약의 발

판을마련할수있다

22일(토) 본머스토트넘(손흥민 원

정20시30분) 레버쿠젠호펜하임(김진

수 원정) 잉골슈타트도르트문트(박주호

원정) 프라이부르크아우크스부르크(구

자철지동원원정이상 22시30분)

레스터시티크리스털팰리스(이청용 원

정) 스완지시티왓퍼드(기성용 홈이상

23시)

23일(일) 트라브존스포르갈라타사

라이(석현준원정1시)

연합뉴스

손흥민 내일 EPL 본머스전서골사냥

메시앞에선 추풍낙엽

전남 스쿼시팀은 최근 폐막한 제

97회전국체육대회에서 저조한경기

력을 보여줬던 전남선수단에 위안을

준 몇 안되는 효자 종목 중 하나다

이번 대회 금은메달 한 개씩을 확보

하며 전남 선수단의 성적 향상에 기

여 저비용고효율의 성과를낸전략

종목이기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스쿼시연맹(회장최창원)은이번대회

에서여자일반부개인전금메달과단

체전 은메달을 수확했다 개인전에서

는인천아시안게임여자스쿼시국가

대표를 지냈던 양연수(26)가 금메달

을목에걸었고여자단체전에서는양

연수와송선미(27)김다정(32)이팀을

이뤄값진은메달을확보했다

이들의 선전으로 전남 선수단은 지

난해(262점)보다 많은 득점(705점)을

획득이종목종합 7위에올랐다

전남도체육회와 전남스쿼시연맹은

올 해 지역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과

정에서 양연수를 영입한 뒤 송선미와

김다정을 묶어 팀을 꾸리고 훈련비를

지원했다 전남도체육회 등의 지원은

지난해 8강에서 탈락했던 팀을 올해

결승 진출로 이어지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할줄아는 선구안(選球眼)이 한

몫을했다는평가가나온다

특히 선수들은 광주 등 타 지역과

달리 전용 코트가 없는 현실에도 불

구 우수한경기력을보여줬다는점에

서의미가있다는게체육계평가다

현재 전남에는 민간 스쿼시클럽 외

전남도체육회 전용 공공 스쿼시경기

장이없는실정이다

단체전금메달을딴광주의경우지

난 2015년 광주시체육회관 내 스쿼시

경기장을 만든 이후 올해 종목 종합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경기력 향상으

로이어졌다

공공스쿼시장 건설 등을 기대하는

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 양연수는

전용코트장이없어서가까운광주를

비롯 인천 경기등을돌며훈련을하

고있는선수들도있다고했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

전남 스쿼시팀이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여자 일반부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따고화이팅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전용코트없어광주등전국돌며훈련

전남스쿼시팀전국체전金銀 쾌거

공공스쿼시장건설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