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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

넘의손흥민이무서운집중력으로어시스

트를생산하며한시즌개인최다공격포

인트 타이기록을세웠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브라이

턴팔머스타디움에서열린브라이턴호브

앨비언과 원정경기 후반 3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어시스트했다

시즌 10호 어시스트이자 시즌 28번째

공격포인트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21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 28개를 올렸는데

올 시즌엔리그를약한달남겨둔시점에

서 18골 10어시스트를 생산해 지난 시즌

기록과어깨를나란히했다

지난 12일본머스전에서골을넣은뒤 5

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고 3월 1

일잉글랜드축구협회(FA)컵로치데일전

이후 8경기만에어시스트를기록했다

손흥민의어시스트는환상적이었다

그는 00으로 맞선 후반 3분 페널티 지

역 오른쪽 측면에서 흘러나온 공을 살려

냈다

상대수비수와몸싸움을이겨내며골라

인을 타고 드리블한 뒤 페널티 지역 중앙

에있던케인에게공을넘겼다

케인은노마크기회에서손쉽게골을넣

었다사실상손흥민이만들어낸골이었다

손흥민은이날경기에서골만넣지못했

을뿐눈부신활약을펼쳤다

크리스티안에릭센루카스모라와함께

2선왼쪽측면공격수로선발출전한 손흥

민은전반전에서날카로운슈팅을여러차

례시도하며공격을이끌었다

전반 22분 왼쪽 측면을 돌파해 슈팅을

때렸고 전반 추가시간엔 페널티 지역 중

앙에서상대수비수의거친압박을이겨낸

뒤 오른발로 슈팅했다 번번이 상대 골키

퍼의선방에막힌게아쉬웠다

후반전엔케인과투톱으로자리를옮겨

공격을퍼부었다전방에서부지런히뛰어

다니며 압박했고 후반 3분 케인과 골을

합작했다

다만 토트넘은 케인의 골이 나온 뒤 불

과2분만에상대팀파스칼그로스에게페

널티킥득점을내줬다

손흥민은남은시간동안끈질기게득점

을 노렸지만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토트

넘은브라이턴과 11 무승부를기록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집념의 어시스트 빛났다

골라인따라케인에완벽도움

시즌 28번째공격포인트로

한시즌개인최다타이기록

최근열린광주컵전국외국인자선축구대회에참가한선수들이대회를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제 2회 광주컵 전국외국인 자선축구대

회(2018 Gwangju Charity Cup)가 성황

리에종료됐다

광주인터FC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Inter FC 대구Deer 대구

Devils 호남Vietnam FC 부산UTD 전

주 Gaon FC 울산Wonshot Wander�

ers 무안 Chodang Univ 등 8개 팀이참

가했다

대회는최근광주보라매축구장에서열

렸으며 한국을 비롯한 24개국 200여명으

로구성된 8개팀이AB조로나눠실력을

겨뤘다 대구Deer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부산 United 팀은준우승을기록했다 조

34위 팀들의 대결에서는 광주 Inter FC

가우승팀이됐다

참가자들은 기부행사도 진행하며 대회

의미를더했다

이들은 팀별로 모금한 80만원과 함께

부산United 상금 10만원 광주Inter FC

상금 5만원을 더해 무등육아원에 기부금

95만원을전달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Speakeasy상무스

타치과병원광주광역시축구협회가 후원

했으며 광주국제교류센터무등육아원

보해양조조선대학교병원도 내외국인

들의친목과화합의장에함께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금은메달을 나눠 가진 러시

아 피겨요정 알리나 자기토바와 예브게

니야 메드베데바가 올림픽 이후 두 달

만에다시한국을찾았다

자기토바와 메드베데바는 오는 20

22일아이스쇼출연을위해 18일인천공

항을통해입국했다

두 선수는 사흘간 서울목동아이스링

크에서열리는 인공지능LG ThinQ아

이스 판타지아 2018에서 한국 팬들을

만날예정이다

자기토바와 메드베데바는 평창올림

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앞다퉈 경신하며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신예 자기토바가

금메달 메드베데바가은메달을차지했

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황대헌(쇼트트랙 500m 은메달) 정재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은메달) 차민

규(스피드스케이팅 500m 은메달)는 차

준환(휘문고)이 출연하는 이번 아이스

쇼공연장을찾아팬사인회를펼친다

이들은 20일부터사흘동안공연장을

찾아 당일 티켓소지 관람객 선착순 100

명을대상으로팬사인회를연다

공연 첫날인 20일에는 쇼트트랙 남

자 500m 은메달리스트 황대헌이 팬들

과 만나고 21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의 정재원 22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의 차민규가 차례로 팬 사인회를 가진

다 연합뉴스

스페인프로축구프리메라리가 FC바르

셀로나(이하 바르사)가 정규리그 최다 무

패행진기록을 40경기로늘렸다

바르셀로나는 18일 스페인비고에스타

디오 데 발라이도스에서 열린 20172018

스페인프리메라리가 33라운드셀타비고

와원정경기에서 22로비겼다

바르셀로나는 25승 8무(승점 83)를기록

하며 2위아틀레티코마드리드(승점 71점)

와의 승점 차를 12점으로 늘렸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세운 리그 연속 무패 신기

록을 40경기로늘렸다

바르셀로나는공격이여의치않자후반

15분 메시를 투입했다 4분 뒤 파코 알카

세르의 골로 바르셀로나는 21로 앞서나

갔다 하지만위기가찾아왔다 후반 26분

세르지로베르토가반칙으로퇴장을당한

것이다 바르사는 후반 37분 셀타 비고의

이아고아스파스에게다시동점골을내주

며결국비겼다 연합뉴스

광주컵전국외국인자선축구대회성료

200여명 참가기부행사도

다시 보는 평창 피겨요정

자기토바메드베데바아이스쇼출연위해입국

10명 뛴 바르사

40경기 무패행진

18일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자기토바(왼쪽)와메드베데바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