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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토트넘사진)이유럽무대한시

즌 20호골을 향해 다시 축구화 끈을 동여

맨다

손흥민은 1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

국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6

2017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

그(EPL) 레스터 시티와 37라운드 경기에

서시즌 20호골을정조준한다

손흥민은지난달6일스완지시티전에서

리그 9호(시즌 16호) 골로 기성용(스완지

시티)의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한 시

즌최다골(8골) 기록을갈아치웠다

15일 본머스전에서는 시즌 19호(리그

12호) 골로차범근의한국인유럽무대한

시즌최다골기록과타이를이뤘다

그러나 이후 5경기에서 득점포는 침묵

을지키고있다

첼시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강

리그 4경기에서모두득점에실패했다 그

러는사이골맛을본지도한달이넘었다

6번째도전이다

지난달 22일 FA컵 첼시전에서는 생전

처음윙백수비수로나섰지만 무리한태클

로페널티킥을내주고후반교체돼나왔다

크리스털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서는 후

반 교체 출전했지만 별다른 활약이 없었

고 나흘 뒤 아스널전에서도 공격 포인트

를기록하지못했다

웨스트햄유나이티드전역시좌우측면

을 헤집고 다녔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

는등득점과인연이없었다

지난 15일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마지막홈경기에

서는 72분간 활발히 뛰었지만 공격 포인

트를기록하지못했다

한 골만 더넣으면차범근(19851986시

즌 분데스리가)의 19골과 박지성의 한국

인 역대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골(8시

즌27골) 기록을동시에넘어설수있다

앞으로 남아있는경기는 19일 레스터시

티전과 21일 헐시티전이다 레스터시티전

이기대되는것은팀성적에대한부담을떨

치고분위기가다시오르고있기때문이다

토트넘은이번시즌아쉽게우승은놓쳤

지만 2위를 확정한 상태다 레스터시티

역시 강등권을 이미 벗어나 큰 부담 없는

경기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지난달 리그에서 5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12일

EPL 이달의선수로선정됐다 지난해 9월

에 아시아선수로는처음받았는데 한 시

즌두번째수상이다

이에앞서맨유와경기에서는골을터뜨

리지는못했지만이전출전때보다활발한

움직임을보인것도고무적이다

아직 끝나지않은 20162017시즌 손흥

민이지난시즌우승팀레스터시티를상대

로자신의새로운역사를쓸수있을지관

심이쏠린다 연합뉴스

남자프로테니스(ATP)가 올 11월 이

탈리아 밀라노에서열릴넥스트제너레

이션(21세이하) 월드투어파이널스(총

상금 127만5000 달러)에서 획기적으로

바뀐테니스룰을선보인다

ATP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서 세트당

6게임에서 4게임제로바꾸는등의새규

칙을시험해볼예정이다

규정변경은경기시간단축에초점을

맞추고 이뤄졌으며 신규 팬 유입을 기

대하고있다고전했다

ATP는 올해 21세 월드 투어 파이널

스에서세트승리에필요한게임수를 6

에서 4로줄이기로했다 여기에듀스까

지없애먼저 4포인트를얻는쪽이무조

건 게임을 챙기게 된다 경기 전 워밍업

을 10분에서 5분으로줄이고 공을잡은

뒤 25초 이내에 서브를 넣어야 하는 등

경기시간단축에전념했다 연합뉴스

마리야 샤라포바(211위러시아사

진)가 28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프랑

스오픈 테니스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프랑스오픈 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현지시간) 샤라포바와 팬들에게 미안

한 일이지만 샤라포바에게 와일드카드

를부여하지않기로했다고발표했다

샤라포바는지난해 1월호주오픈에서

약물 양성반응이 나와국제테니스연맹

(ITF)으로부터 15개월 자격 정지 징계

를 받았다 지난달 말 징계가 만료돼 코

트로 돌아온 샤라포바는 1년 이상 공식

대회에뛰지못했기때문에메이저대회

인프랑스오픈에나갈자격을갖추지못

했다

이 대회에 나가려면 대회 주최 측이

주는초청장인와일드카드가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서 약물로 물의를

빚고 코트로 돌아온

선수에게 투어 대회

들이 앞다퉈 초청장

을내미는모습은바

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샤라포바는 또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

서 열린 WTA 투어 BNL 이탈리아 인

터내셔널(총상금 277만 5745 달러)단식

2회전경기도중기권했다

미르야나류치치바로니(22위크로아

티아)를 상대한 샤라포바는 1 2세트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열린 3세트 게임스

코어 21로 앞서 있었지만 왼쪽 대퇴부

통증을이유로경기를포기했다

그는 프랑스오픈 대회 조직위 발표가

나온지 2시간 30분이후기권을선언했

다 연합뉴스

손흥민 20골 채우고 시즌 마친다

토트넘 EPL 2경기 남아

내일레스터원정골사냥

도핑안돼샤라포바 프랑스오픈출전불발

이탈리아오픈 2회전서기권

남자프로테니스세트당4게임제시범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