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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

넘에서활약하는손흥민이페널티킥을얻

어내며미들즈브러전승리를이끌었다

토트넘은 5일영국런던화이트하트레

인에서 열린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프

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미들즈브

러와홈경기에서 10 승리를거뒀다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12분 페

널티지역안에서상대수비수에게걸려넘

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해리 케인

은 오른발 슈팅으로 오른쪽 골대 구석에

볼을 꽂아 넣았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결승골로 10으로승리했다

손흥민은이날골을기록하지는못했지

만왼쪽측면을헤집으며수차례위협적인

공격장면을만들어냈다

전반 35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올

려준 공을 케인이 헤딩했지만 골대를 넘

겼다 4분 뒤 손흥민의 측면 돌파에 이은

왼발슈팅은높이떴고 전반 42분 손흥민

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는 케인이

슈팅해골망을흔들었지만오프사이드판

정을받았다 손흥민은 10으로앞선후반

22분 알리가 중원에서 연결해준 공을 몰

고들어가다시한번왼발슈팅을때렸지

만 골대옆그물에꽂혔다

손흥민은후반 36분관중들로부터기립

박수를받으며무사시소코와교체됐다

이날 승리로 리그 2위 토트넘(승점 50)

은 선두첼시(승점 59)와의 선두경쟁불씨

를살려갔다

영국 매체 BBC는 손흥민이 경기 후 선

두경쟁에대해 지금우리가이겼다는점

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즌이 긴 만큼

매 경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

다 연합뉴스

손흥민 오늘은 기립박수

안병훈(26사진)이 무결점골프로미

국프로골프(PGA)투어 첫 우승을 향해

전진했다

안병훈은 5일미국애리조나주스코츠

데일의 TPC스코츠데일(파71)에서 열린

PGA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기록했다 64타로 3라운드를 마친 안병

훈은 중간합계 16언더파 197타로 단독

선두에올랐다

큰체격에서뿜어나오는장타가 3라운

드에서 빛을 발했다 안병훈은 2번홀(파

4)에서 드라이버로 345야드를날려가볍

게 버디를 낚으면서 상쾌하게 출발했다

안병훈은 6번홀과 8번홀(파4)에서도 300

야드 이상 날아간 티샷 덕분에 수월하게

버디를수확했다

안병훈은 11번홀(파4)과 13번홀(파5)

16번홀(파3)에서 티샷이 러프에 들어가

는등샷이다소흔들리는모습을보였지

만파세이브에성공하는등뛰어난경기

관리능력을선보였다

안병훈은지난해 5월미국루이지애나

주 애번데일에서 열린 취리히 클래식에

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것이 PGA 투

어에서가장좋은기록이다

마틴 레어드(스코틀랜드)가 2타차로

안병훈을 뒤쫓고 있고 마쓰야마 히데키

(일본)와 재미교포 마이클 김(24) 등 4명

은 4타뒤진공동 3위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방출 대기(DFADesignated for as�

signment) 조처된 박병호(31사진)를

데려가려는 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BS스포츠는 5일 미네소타 구

단이 전날박병호를 40인 로스터에서빼

고불펜투수맷벨라일을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병호가 미네소타 구단

에 잔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돈때문이라고했다

이 매체는 박병호는 7일간다른팀이

영입할수있다 영입

구단은 남은 보장 연

봉인 925만 달러를

승계해야 하는데 그

런 일은 일어나지 않

을것이다 미네소타

가 박병호의 연봉을

일부 부담하면서 트레이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

다고강조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미네소타와 4년

계약을 맺은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62경

기에서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

홈런 24타점을기록했다 시즌초반에는

낮은 타율에도 탁월한 장타력으로 존재

감을 보여줬지만 5월 중순 이후 약점이

노출되며고전했다

CBS스포츠는 박병호의 삼진 비율은

301%에달했다콘택트는큰문제다메

이저리그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 적

이없는 30세선수가손목부상에서돌아

왔고 925만 달러의 몸값이 남아 있다면

영입전이뜨거워질리없다고진단했다

CBS스포츠는박병호가미네소타에잔류

해 스프링캠프에 초청 선수 자격으로 참

가할것으로봤다 그리고시즌을트리플

A에서시작할것으로봤다 연합뉴스

PK유도토트넘10 승리견인

선두경쟁보단경기에집중을

토트넘손흥민이 5일 영국 런던화이트하트레인에서열린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프리미어리그24라운드미들즈브러와홈경기에서드리블을하고있다

박병호미네소타로스터제외방출 대기

안병훈 일 내나
PGA 피닉스오픈 3R 단독선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