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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강호들이 인

천에서 양보할 수 없는 샷 대결을 벌인다

이번 주 LPGA 투어 아시안 스윙의 세 번째 대

회는 16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

코스(파726364야드)에서 열리는 하나외환 챔피언

십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변화가 생겼다 지난

해까지 3라운드로 열렸던 대회는 올해부터 4라운드

로 늘어났고 총상금 200만 달러 우승 상금 30만 달

러로 증액됐다 지난해에는 총상금 190만 달러 우

상 상금은 28만5000달러였다

하나외환 챔피언십은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로 국내 선수가 우승하면 LPGA 투어

출전권을 받기 때문에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

다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불참하지

만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재미동포 미셸 위(25)

폴라 크리머(미국) 펑산산(중국) 등이 출전 한국

선수들과 대결한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에비앙 챔피언십 우

승으로 이미 L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한 김효주

(19롯데)다 김효주는 지난주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

십에서 우승 시즌 4승과 함께 시즌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다

내년 시즌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앞두고 홈코스

에서 승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

만 계속되는 대회 출전으로 아킬레스건 통증을 느

끼고 있어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13일 결혼한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26

KB금융그룹)는 신혼여행도 미루고 이번 대회에 출

전한다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린 박인

비는 결혼을 자축하는 우승컵을 노린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KLPGA 소속 선수 12명을

포함 78명이 출전해 4라운드 동안 컷탈락 없이 진

행된다 연합뉴스

해외 브랜드의 골프용품이 국내에서는 외국보

다 2040%가량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

포츠개발원은 스포츠분야 컨슈머리포트인 스포

슈머리포트(Sposumer Report)를 통해 골프용

품의 가격과 기능성 비교 소비자 프로파일 조사

결과 등을 14일 발표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우선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골프전문매장과온라인에서판매되고 있

는 골프 드라이버및골프공의 국내판매 가격이

해외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싼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내보다 골프 드라이

버는 27% 골프공은 41%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슈머리포트는 국내 스포츠용품 간의 품

질 및 기능 비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고 스포츠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

간하는 것으로 텐트 자전거에 이어 골프용품이

세 번째다 연합뉴스

LPGA 스타들 인천서샷대결

해외골프브랜드 국내서 40% 더 비싸게팔아

진도실고(교장 김인수) 럭비팀이 14일 교내 강

당에서 선수와 학부모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열고정식출범했다

진도실고럭비팀은 주장 김우진을 중심으로 해

23명의 선수로 꾸려졌으며 오는 28일 제주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 고등부 전남대표로 출전할 예

정이다

고등부럭비팀창단으로 진도중과연계한 지역

유망주 육성이 가능해지는 등 럭비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진도에서는 내년에 대통령기 전국종별럭

비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럭비대

회가 열릴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도실고럭비팀창단28일 전국체전출전

하나외환챔피언십 내일스카이72 티오프

김효주박인비미셸위페테르센등 78명 출전

배상문(28캘러웨이)이 미국프로골프(PGA) 투

어 2주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주 PGA 투어 개막전인 프라이스닷컴 오픈

에서 우승한 배상문은 이번 주에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날아간다

1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서머린 TPC(파71

7255야드)에서 열리는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은 2012년부터 PGA 투어에 본격적으로뛰어든배

상문이처음출전하는 대회다

개막전 우승으로 세계랭킹을 90위까지 끌어올

린 배상문은 이 기세를 몰아 50위 안에 들어야 내

년 한국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출전도 바라볼

수 있다

이번에도 우승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다 지난 시

즌 PGA 투어플레이오프에서 로리매킬로이(북아

일랜드)를따돌리고 우승 1000만 달러의 보너스 상

금 주인공이 된 빌리 호셸(미국)이 출전한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 웨브 심프슨(미국)을 비롯해 브랜트

스네데커(미국) 이시카와료(일본) 등도 출전 명단

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재미동포 케빈 나(31)가 2011년에

PGA 투어에서 첫 승을 올린 대회이기도 하다 케

빈나는 올해도 이 대회에 출전하며존허(24) 등교

포 선수들도 우승을 다툰다

한편 이번 시즌 PGA 투어에 데뷔한 김민휘(22

신한금융그룹)는 두 번째 대회에서 컷 통과를 노

린다

김민휘는 지난주 개막전에서 컷탈락 상금을 받

지못했다 연합뉴스

배상문 기회의도시 라스베이거스서 3승 문 연다

내일슈라이너스아동병원오픈

PGA 병아리 김민휘컷통과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