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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호주오픈 결승에서 노바

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앤디 머

리(1위영국)를 잡고올해첫우승트로

피를들어올렸다

조코비치는 지난 7일(현지시간) 카타

르 도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

(ATP) 투어 엑손 모바일 오픈(총상금

123만7190달러)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

식결승에서머리를 21(63 57 64)로

물리쳤다

지난해 줄곧 1위를 지키다 연말 머리

에게 왕좌를 넘겨줬던 조코비치는 대회

2연패로 설욕에 성공하며 머리와 상대

전적 25승 11패로우위를지켰다

조코비치는 올 시즌 내내 만날 때마

다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경기할 것이

다즐거운경기가될것이다 시즌첫대

회에서 최고의 라이벌을 상대로 3시간

에 걸친 마라톤 매치 끝에 우승을 차지

한 건최고의시나리오였다며 다가올

호주오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고밝혔다

머리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라이벌 조

코비치를만나공식경기 28연승행진이

중단됐다지난해11월월드투어파이널

스에서 조코비치를 꺾고 2016시즌 세계

랭킹 1위를확정했던머리는호주오픈을

개막을앞두고기세가한풀꺾였다

머리는 일단몸상태가괜찮은건긍

정적이다 호주오픈에서우승할수있다

는생각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

올해첫메이저대회인호주오픈은 16

일부터호주멜버른에서열린다 지난해

남자단식 결승에서는 조코비치가 머리

를꺾고통산 6번째우승을차지했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

드(이하맨유)의 캡틴 웨인루니(32)가맨

유 유니폼을 입고 통산 249골을 터트리며

기록의사나이로우뚝섰다

루니는 7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레딩(2부리그)과

20162017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

운드(64강)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7

분 만에 결승을 터트렸다 루니의 결승골

을시작으로맨유는 40 대승을거두고 32

강에진출했다

이날경기의스타는루니였다 4경기만

에선발로나선루니는전반7분만에후안

마타의 패스를 받아 레딩 골대 오른쪽 구

석에 공을 꽂혔다 2004년 8월 에버턴을

떠나 맨유 유니폼을 입은 루니의 맨유 통

산 249호골이었다 이는 맨유의 전설 보

비 찰턴이 19721973시즌에 세웠던 맨유

역대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249골)과 타

이다

루니가득점에성공하자관중석에서경

기를 지켜보던 찰턴도 웃음을 지었고 루

니를 맨유로 데려왔던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도 박수를 보내며 활짝 웃는 장면이

TV중계화면에잡혔다

찰턴은 249골을넣는데 758경기가걸렸

지만 루니는 54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

루니는이제한골만더넣으면 맨유의역

사로이름을남기게된다

루니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A매치

119경기 53골을터트리며 2015년 10월찰

턴이 가지고 있던 기존 잉글랜드 역대 A

매치개인통산최다골(49골) 기록을경신

잉글랜드 대표팀의 간판 골잡이로 명성

을떨쳤다 루니는보비찰턴과어깨를나

란히했다는게큰영광이다 조만간역대

최다골 기록을 세우기를 희망한다고 말

했다 연합뉴스

루니 249골전설 보비 찰턴 넘는다

영국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웨인루니(왼쪽)가 7일영국맨체스터올드트래퍼드에서열린레딩과20162017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3라운드홈경기에서골을터트리며맨유역대개인최다골타이인통산 249골을기록했다 오른쪽은보비찰턴의 1969년 12월 5일

경기모습 연합뉴스

조코비치우승머리 28연승 저지

7일(현지시간) 카타르도하에서열린남자프로테니스투어엑손모바일오픈대회

남자단식결승에서앤디머리를꺾고우승한노바크조코비치가트로피를들고포

즈를취하고있다 연합뉴스

남자프로테니스 엑손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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