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호날두, 유벤투스 100호 골 폭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에서 100호 골 을 터트리며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
호날두는 13일(한국시간) 사수올로와의 세리에A 36라운드 경기에 출전, 전반 45분 추가 골로 3-1 승리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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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괴물본색
류현진 애틀랜타전 7이닝 1실점 3승
부상 복귀 후 연승 몸 상태 우려 불식
타석에선 두 차례 모두 헛스윙 삼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 토론토 블루제
이스)이 올 시즌 개인 최다 이닝을 소화하며
시즌 3승(2패)을 거뒀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
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
선발 출전해 7이닝 동안 5피안타(1홈런) 1
볼넷 6탈삼진 1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
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3.15에서 2.95로
끌어내렸다.

그는 2-1로 앞선 8회 초 공격에서 교체되
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토론토는 4-1로 승
리했고, 류현진은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
이 7이닝 이상을 책임진 건 지난달 8일 텍사
스 레인저스(7이닝 2실점)전 이후 처음이
다. 아울러 부상에서 복귀한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연속 경기 승리를 기록하
며 몸 상태에 관한 주변의 우려를 완전히 잠
재웠다.
류현진은 이날 2회와 7회를 제외한 매 이
닝 출루를 허용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
력을 보였다.
그는 1회 2사에서 마르셀 오수나에게 중
전 안타를 허용한 뒤 오지 앨비스를 내야 땅
볼로 처리하며위기에서벗어났다. 2회엔삼
진 2개를 곁들이며 삼자 범퇴로 막았다.

류현진은 3회 1사에서 상대 선발 투수 맥
스 프라이드에게 우전 안타를 내줬는데, 이후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와 프레디 프리먼을 공
4개로 잡아내며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5회에 첫 실점했
다. 선두타자 콘트레라스에게 좌월 솔로 홈
런을 내줬다.
침묵하던 토론토 타선은 6회 초 동점을 만
들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2사 2루
기회에서 마커스 시미언이 좌익선상 적시 2
루타를 터뜨렸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6회 말 2사에서 오스
틴 라일리에게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2루
타를 허용했는데, 후속 타자 스완슨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다시 위기를 벗어났다.
토론토는 7회 초 선두 타자 테오스카 에르

난데스의 우월 역전 솔로 홈런으로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류현진은7회말에도마운드에올랐다. 그
는 세 타자를 모두 뜬 공으로 처리하며 임무
를 완수했다. 그는 총 94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30개), 체인지업(25개), 컷패스트볼
(22개), 커브(17개)를 골고루 던졌다.
토론토는 2-1로 앞선 9회 초 마지막 공격
에서 에르난데스가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
리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에르난데스는
이날 3타수 2안타(2홈런) 3타점을 쓸어 담
으며 류현진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내셔널리그팀의 홈 경
기로 열려 지명타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
다. 9번 타자로 나선 류현진은 3회와 6회 각
연합뉴스
각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김하성은 치고 훔치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13일(한국시간)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문 경기 더블헤더 1차전 경기에서 2회 초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콜로라도와 더블헤더 선발 출전 2루타 포함 2안타 1도루
김하성(26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더블
헤더 1 2차전에서 모두 유격수로 선발 출전
해, 안타를 생산했다.
1차전에서는 내야 안타에 이어 도루를 성
공했고, 2차전에서는 장타(2루)를 쳤다.
김하성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프
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

문 경기더블헤더1 2차전에서6타수2안타
1도루로 활약했다. 두 경기 모두 3타수 1안
타를 쳤다.
2차전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한 김하성은 0-0이던 2회 초 2사 1루, 상대
좌완 선발 오스틴 곰버의 시속 150㎞ 직구
를 공략해 우익수 쪽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
다. 타구 속도는 시속 101.1마일(약 163

㎞)이었다.
콜로라도 우익수 찰리 블랙먼이 공을 한
번에 잡지못하자, 김하성은재빠르게3루까
지 달려갔다. 기록은 우익수 쪽 2루타에 이
은 우익수 포구 실책이었다.
김하성은 더블헤더 1차전에서도 2회에 안
타를 쳤다. 김하성은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1차전에서 2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
황, 첫 타석에 들어서서 상대 우완 선발 존 그
레이의 초구 시속 151㎞ 직구를 건드렸다.

연합뉴스

공은 느리게 굴렀고, 콜로라도 유격수 트레
버 스토리가 달려왔으나 공을 잡지 못했다.
내야 안타로 출루한 김하성은 곧바로 2루 도
루에 성공했다.
4월 17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이후 26
일 만에 나온 시즌 2호 도루다.
1차전에서는 샌디에이고가 콜로라도를 5
-3으로 꺾었다.
2차전에서는 콜로라도가 3-2 승리를 거
연합뉴스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