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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둥글다전북상대이변노리는광주FC

6경기 연

속 무승의

광주 FC가

안방에서 반

격에나선다

광주 FC가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서전북현대와 2017 K리그클래식 8라운

드를 치른다 내달 3일 강원 FC까지 홈 2

연전이다

광주는 지난 3월4일 대구 FC와의 개막

전 10 승리이후 6경기동안 3무 3패에그

치며 승리소식을전하지못하고있다 그

중 5경기는원정경기였다 광주는원정길

에서 2무 3패를기록하는데그쳤다

안방에서는다르다 광주는올시즌FA

포함 홈에서 치른 세 경기에서 2승1무를

달리고있다

정규리그에서대구와울산현대를상대

로각각승리와무승부를기록했다 FA컵

에서는 연세대를 상대로 02로 뒤진 후반

44분대역전극을연출하며연장접전끝에

42 승리를이뤄냈다

전북전자신감도넘친다

지난 시즌광주는 올스타군단 전북과

의홈경기에서만만치않은저력을보이며

2무를 거뒀다 안방에서 치르는 전북과의

경기를통해분위기반전에나서는광주는

강원전까지안방열기를잇겠다는각오다

캡틴 송승민에눈길이쏠린다 송승민

은 전북을 비롯한 서울 수원 등 리그 내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특

히 지난해 전북을 상대로 멋진 헤더 골을

기록하는등좋은기억이있다

또송승민은이번전북전에출전하게되

면 주장 완장을 차고 프로 통산 100경기

출장을 이루게 된다 그만큼 송승민의 각

오가남다르다

송승민은 최근 승이 없는데 팀 공격의

활력소가되기위해서더욱노력해야한다

중요한경기인만큼반드시골로증명하겠

다고각오를다졌다

전북은올시즌현재 5승 2무 무패행진

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있다 공수의 조

화 속에 완벽한 경기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도 광주

를 압도한다 그러나 광주는 그동안 강한

전북을 상대로 맞불을 놓으며 광주 특유

의 컬러를 보여줬다 이번 전북전에서도

치열한공격축구를전개하며반전을만들

어내겠다는계획이다

남기일 감독은 시즌을 치르다 보면 반

드시 위기는 찾아온다 지금이 그 시기인

것같다면서 선수들이득점하지못하면

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그라운드 안에

서더욱냉철해질필요가있다이제 7경기

에 불과한 만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

다고밝혔다

원정부담을던광주가중요한홈 2연전

시작인전북전에서반전을이뤄낼수있을

지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30일 전북전무승탈출노려

송승민프로 100경기 새 각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이후반전에교체출전했지만 별

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시즌 20호

골사냥을다음기회로넘겼다

손흥민은 27일 20162017 프리미어

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와 원정경기에서

후반전 45분동안그라운드를누볐지만

슈팅조차시도하지못하며부진했다

손흥민은후반전시작과함께무사뎀

벨레의교체선수로그라운드를밟았다

토트넘의 전술은 4231로 바뀌었고

손흥민은주포지션인왼쪽측면공격수

로 나섰지만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후반 12분왼쪽측면골라인에서아클

서클에 있던 에릭센에게 땅볼 크로스를

한게그나마눈에띄는플레이였다

토트넘은후반 32분에릭센의결승골

로 10 승리를거뒀다

연합뉴스

스페인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메시

가 엘클라시코에서통산 500골을터뜨

린지불과 3일만에두골을몰아넣으며

팀대승을이끌었다

메시는 27일스페인 바르셀로나 캄 노

우에서 열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4라

운드 CA 오사수나와 경기에서 선취 골

과쐐기골을넣으며 71 완승에결정적

인역할을했다

네이마르가 경고누적 수아레스가 체

력 안배 차원에서 결장하면서 이날메시

는 MSN트리오중유일하게출전했다

메시는 지난 24일 레알 마드리드와

엘클라시코에서거친집중마크를당하

며 부상을 입기도 했다 현지 매체는 메

시의이가빠지고왼쪽눈이멍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시는 이런

상황을훌훌털어내고 3일만에다시그

라운드에섰다

바르셀로나홈팬들은경기전메시의

500골을 축하하는 대형 통천으로 그를

반기기도했다

메시는 골로 화답했다 그는 전반 12

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가로챈 뒤 그대

로 상대 문전으로 질주해 가볍게 골을

넣었다 상대 팀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

를놓치지않고골망을흔들었다

메시는31로앞선후반17분에경기에

쐐기를박는 묵직한골을 터뜨리기도 했

다메시는프로통산 501 502호골을넣

었고 올시즌프리메라리가 33골을기록

해최다득점1위를달리고있다연합뉴스

광주FC는오는 30일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전북현대와대결한다지난해 6월전북전에서송승민(가운데)이골을넣는모습

<광주FC 제공>

메시 501502호골

라리가올시즌득점 1위 행진

손흥민 팰리스전서도 빈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