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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사진)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이하 레알)를 유럽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올려놓

았다

레알은 7일 열린 20172018 UEFA 챔

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호

날두의 선제골을 앞세워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PSG)을 21로제압했다

지난 1차전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한

레알은 1 2차전합계 52로앞서 8강진출

에성공했다 8년연속 8강진출이다

호날두는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6분

루카스바스케스의크로스를헤딩슛으로

꽂아넣었다 지난 1차전에서두골을터뜨

린 데 이어 16강에서만 3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8강행을이끌었다 이번시즌조별리

그를 포함해 자신의 12번째 골이자 챔피

언스리그 9경기연속골(13골)이다

레알은 후반 26분 PSG 에딘손 카바니

데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9분 뒤 카

세미루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찬 공이

PSG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 21 승리했다

프랑스리그앙의자존심 PSG는네이마

르가부상으로빠진가운데 01로뒤진후

반21분마르코베라티가퇴장까지당하면

서힘든승부를펼쳤다 카바니가동점골

을터뜨렸지만 레알의벽을넘지못했다

리버풀(잉글랜드)은 포르투(포르투갈)

와 2차전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둔 리

버풀은 1 2차전합계 50으로 8강에올랐

다 8강 진출은 20082009시즌 이후 무려

9년만이다 연합뉴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골프경

기를 열었던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내년부터LPGA대회가열린다

마이크완 LPGA 회장 존 포다니 부

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구영소 아시아

드CC 대표가 7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LPGA 대회 부산 유치

조인식을 하고 내년부터 3년간 LPGA

대회를개최한다고발표했다

이대회는내년 10월아시안스윙의하

나로 열리며 LPGA 상위 70위권 선수

들이 참여해 총상금 200만 달러를 놓고

실력을겨룬다

LPGA는정규투어대회를스폰서관

계 등으로 3년씩 계약하고 이후 연장하

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

개나라에서LPGA대회를열고있다

최근아시아대회가인기를끌면서아

시아 각 나라와 주요 도시에서 추가 대

회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부산이신규LPGA대회를유치

하게됐다

이로써 한국은 KEB하나은행 챔피언

십에이어 2개의 LPGA 대회를열게돼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

째로 LPGA 2개대회를여는나라가됐

다

아시아드CC는 이번 LPGA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적인

골프코스설계자인리스존스디자인컴

퍼니와골프장리뉴얼계약을체결했다

리스 존스 디자인은 아시아드CC 코스

를 새로 고쳐 내년 여름께 재개장할 계

획이다

개보수를마치면미국이외골프장가

운데 처음으로 LPGA 공인코스인

LPGA 인터내셔널로 인정되며 골프

장 명칭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

로변경한다

아시아드CC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LPGA 정규투어시드권결정대회인퀄

리파잉 이벤트(Qualifying Event) 아

시아 예선전과 세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한 골프아카데미 및 지도자 양성 프

로그램을도입하는등부대사업도벌인

다

아시아드CC는 LPGA와 함께 골프

명예의전당 LPGA골프의류모자 골

프용품판매등다양한수익사업에도나

선다

마이크 완 LPGA 회장은 글로벌을

지향하는 LPGA와 글로벌도시로성장

하는 부산은닮았다며 부산의자연환

경과 아시아드CC의 코스 환경 등도

LPGA 대회를 개최하는 데 손색이 없

어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믿는다

고말했다

내년 10월처음으로열리게될 LPGA

인터내셔널 부산 대회의 메인 스폰서는

이미확정한상태지만스폰서측사정에

따라 최종 발표는 조만간 나올 계획이

다 연합뉴스

부산서도LPGA대회

내년부터 3년간 개최

아시아드CC 유치

총상금 200만 달러

한국서 2개 대회열려

테니스 세계

랭킹 26위 정

현(22한국체

대 사 진 )이

메이저 대회에

버금가는수준

의 대회에서

시드를 배정받

고 1회전을 부

전승으로 통과

했다

8일(현지시

간)부터미국캘리포니아주인디언웰

스에서열리는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797만

2535 달러)에 출전하는정현은 7일발

표된 대진표에서 23번 시드를 받고 2

회전에직행했다

BNP 파리바오픈은 마스터스 1000

시리즈 대회로 이 대회는 4대 메이저

대회 다음가는 등급으로 1년에 9차례

열린다

단식 본선은 메이저 대회와 같은

128 드로로 진행되며 세계 랭킹 상위

32명에게 시드를 부여해 1회전 부전

승혜택을준다

23번 시드에 배정된 정현은 2회전

에서 두산 라요비치(91위세르비아)

루카시 라츠코(103위슬로바키아)경

기승자와맞붙는다

정현이 2회전을 통과하면 3회전에

서는 12번시드인토마시베르디흐(15

위체코)를상대할가능성이크다

이번대회 1번시드는로저페더러(1

위스위스)가 받았고 세계 랭킹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부상으로 불참

하면서 2번 시드는 마린 칠리치(3위

크로아티아)에게돌아갔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루마니아시비우인근의한스키리조트에서열린 비키니레이스에서한

참가자가비키니수영복을입은채스노보드를타고빠르게내려오고있다 연합뉴스

비키니스노보드 시원한질주

정현시드배정

1회전부전승

美BNP 파리바오픈테니스

호날두 9경기 연속골레알 8년 연속챔스리그 8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