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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연(27SK 텔레콤사진)이 미국여

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뽑은최고의스윙을가진선수로

선정됐다

미국골프전문매체골프닷컴은 7일미

국프로골프(PGA) 투어와 LPGA 투어

챔피언스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 약 200

명을대상으로던진재미있는질문에대한

응답결과를발표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이 조사에서 투어에

서가장좋은스윙폼을가진선수를묻는

말에응답자의 26%가 최나연을지목했고

20%는 카리웨브(호주)를 꼽은것으로나

타났다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16%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10%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LPGA 투어에서 평균 드라

이브샷 비거리 1위(2749야드)를 기록한

니콜 스미스(미국)의 거리와 박인비(26

KB금융그룹)의 퍼트실력가운데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고르겠느냐는

물음에는응답자의 96%가박인비의퍼트

실력을선호했다

캐디와 사귀어 본경험이있느냐는 물

음에는 23%가그렇다는답을내놨다

앞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

대되는 선수를 묻는 말에는 리디아 고(뉴

질랜드)가 79%의압도적인지지를받았고

응답자의 19%는 알렉시스 톰프슨(미국)

을지목했다

한때세계랭킹 1위를달리다지금은 54

위까지 밀려난 쩡야니(대만)에 대해서는

79%가 정신적인문제때문이라고분석했

다

상대에게가장위압감을주는선수는페

테르센(66%) 크리스티커(미국26%) 웨

브(8%) 순이었다 연합뉴스

최나연 골퍼들이뽑은 최고의스윙

美골프닷컴선수200명설문

광주시청의 육상 남매 김덕현배찬미

가 종별육상선수권대회 세단뛰기에서 동

반우승했다 김덕현은멀리뛰기에이어 2

관왕에올랐다

김덕현은 7일경북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제43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

회 남자일반부 세단뛰기 결승에서 16m27

을 기록 15m97을 뛴 김동한(대전시청)을

따돌리고우승했다

김덕현은 여섯차례 도전해 2차 시기만

성공하고 나머지다섯차례는실격했다

김덕현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멀리뛰기

에서 7m79로우승 2관왕에올랐다

여자일반부에서는 배찬미가 13m65를

기록해금메달을목에걸었다

1차 시기에 12m98을 뛴 배찬미는 3차

시기부터 거리를 늘려 6차 시기에 13m65

를 뛰어 12m88을 기록한 박민희(정선군

청)를멀찌감치앞서우승했다

여자대학부에서는홍다애(조선대)가바

람의 영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홍

다애는 2위정예슬(한국체육대)과같은11

m53을 뛰었지만 정예슬이 풍속 +10을

업은 반면 홍다애는 +02로 적게 받아 극

적으로우승의영예를안았다

남자대학부에서는유태일(조선대)이 14

m78을 기록 우동민(15m20한국체육대)

에게 042m 뒤져준우승에그쳤다

비아중박민아는원반던지기여중부결

승에서 37m97을던져우승했다

400m계주에서는 정현석김민균송만

석임희남이 바통을 이은 광주시청이 41

초13으로 과천시청(40초60)에 이어 결승

선을통과했다

전남은 원반던지기에서 강세를 보였다

김미연(전남체고)이 여고부에서 45m18

을 유성광(전남체중)은 남중부에서 51m

17을던져우승했다

장대높이뛰기에서는 박상헌(전남체고)

이남고부결승에서 4m40을기록금빛날

개를달았다

전남체고는 신명하김현호김주안정

을영이 함께 뛴 400m계주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해머던지기에서는 목포대가 싹쓸이 했

다김휘수는여자대학부결승에서 50m52

로 금메달을 송동은과 윤승찬은 남자대

학부에서 54m11과 53m58을 기록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포시

청 박서진은여자일반부에서동메달(55m

02)을획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4 전남아시아스피드페스티벌(Asi�

an Festival of Speed)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영암F1 경주장에서열린다

중국필리핀 인도네시아영국 이탈리

아 뉴질랜드등 6개국 5개팀이참가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Audi R8 LMS와

GT Asia 등 2개대회가관람객들에게선

보일예정이다

GT Asia는 2명의드라이버가참가해 1

시간 경기 중 교체하며 총 주행거리에 따

라우승자가결정되는경기로벤츠 SLS 

BMW Z4 페라리 458 람보르기니 LP

600 포르쉐 GT3R 등 세계적인 명차

2530대가참가한다

또 Audi R8 LMS는 모든 드라이버가

Audi R8 LMS라는 같은 성능의 차를 몰

아 드라이버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경기로

한국팀인 Team Audi Korea가 주행하

게된다

F1 대회 조직위는 올해 F1 대회가 열

리지 않은데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이미

참가 팀들이 화물 등을 한국으로 보내 대

회를개최하게됐다며 애도분위기를감

안해 홍보 및 이벤트를 최대한 지양할 방

침이라고말했다입장권은 1만3000원이

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AFOS 16일영암 F1경기장서개막

한국포함 6개국 5개팀 출전

페라리등슈퍼카대거참가

여자프로테니스

(WTA) 전 세계 랭킹

1위 디나라 사피나

(28러시아사진 )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

다

사피나는 7일 러시

아테니스협회를통해은퇴의사를밝히며

사실 테니스를 그만둔 지는 오래됐지만

허리 통증을 이겨낼 때까지 은퇴 발표를

미루고 싶었다며 하지만 이제 은퇴를

말할때가왔다고말했다 연합뉴스

테니스스타사피나은퇴

광주육상간판배찬미(왼쪽)와김덕현

광주 육상남매 나란히금메달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김덕현배찬미세단뛰기우승

LPGA최고는?

박인비퍼트가스미스거리보다좋다 96%
캐디와사귀어본경험있다 23%

스윙폼 최나연 (한국)

퍼트 박인비 (한국)

비거리 스미스 (미국)

장래성 리디아고 (뉴질랜드교포)

<아시아스피드페스티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