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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랭킹 1위 박인비(KB금융그룹)와 2

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자리

를둘러싼최후의경쟁을벌인다

한 시즌 동안 LPGA 투어에서 가장 뛰

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가리는 롤렉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Player of the

Year) 수상 대결은 박인비와 루이스의 2

파전으로압축된상태다

이경쟁은오는20일(현지시간)미국플로

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2014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비로소결론이날예정이다

현재 이 부문 1위는 229점을 쌓은 루이

스다 박인비는 226점으로 루이스의 뒤를

바짝쫓고있다

박인비는직전열린로레나오초아인비

테이셔널에서 단독 3위에 오르며 12점이

던루이스와의포인트격차를 3점차로좁

혔다 루이스는 이 대회에서 공동 28위에

그쳤다

올해의 선수포인트는각대회 110위

에오른선수에게최소 1점에서최대 30점

을 부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박인비가

이 대회에서 8위(3점)에 오르고 루이스가

10위권 밖(0점)으로 밀려난다면 포인트는

동점이 된다 박인비가 우승하거나 루이

스보다좋은성적으로상위권에오른다면

역전의길이얼마든지열린다

지난해 한국 선수 중 최초로 올해의 선

수에선정된박인비는올해 2년연속수상

에 도전한다 2012년 수상자인 루이스는

타이틀탈환을노린다

박인비와루이스의자존심대결은상금

왕경쟁으로도이어진다

현재 시즌 상금 1위는 250만2309 달러

를 모은 루이스 2위는 220만9460 달러를

올린 박인비다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에걸린 총상금 200만 달러(약 22억원) 중

우승 상금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가져가는선수가상금왕도거머쥐게된다

100만달러(약 11억원)의보너스상금이

걸린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 우승자

도 이 대회에서 결정된다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는CME 그룹투어챔피언십

을 앞두고 포인트를 재조정해 이 대회 결

과에따라 100만달러의주인공을정한다

한편 2011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등

극한 박희영(하나금융그룹)과 2012년 우

승자 최나연(SK텔레콤) 2013년 우승자

펑산산도이번대회에나선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을 확정한 백규정(CJ오쇼핑)

은지난달인천에서열린하나외환챔피언

십우승자자격으로이대회에출전한다

연합뉴스

올해의 선수 박인비루이스최후의대결

리듬체조요정손연재(20연세대)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체육인으로

뽑혔다

여성체육대상 선정위원회는 18일 대

상인 윤곡여성체육대상에 인천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손연재를 선정했

다고밝혔다

손연재는 지난 9월 열린 2014 인천아

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

로 개인종합금메달과단체전은메달을

따냈다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위에

올랐고월드컵에서는 11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며최고의시즌을보냈다

우생순의 주인공인 임오경(43) 서울

시청 여자핸드볼감독은 올해 여성체육

지도자로 선정됐고 여자탁구 대표팀의

기대주 양하은(20대한항공)은 신인상

을받는다

육상 정서희(14광양 백운중)는 유도

의 고가영(12전주 조촌초) 수영 이근

아(12수원 잠원초)와 꿈나무상을 받는

다 정서희는지난 5월인천에서열린제

43회 소년체전 여중부 멀리뛰기에서 전

남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올해 신설한 장애인체육상에는 인천

장애인아시아게임 사이클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도연(42)이 선정됐다 또 지적

장애인들에게체육을통해소통과감동

을 전해준 의령사랑의집 여자축구팀은

특별상을받는다

여성체육대상은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6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

드볼룸에서열린다 연합뉴스

2014 시즌한국여자골프(KLPGA) 투

어를 뒤흔들었던 김효주(19롯데) 허윤

경(24SBI저축은행) 전인지(20하이트

진로)가 이벤트대회에서다시샷대결을

벌인다

이들은 22일부터 이틀간 전남 장흥

JNJ골프리조트(파726499야드)에서

열리는 LF포인트 왕중왕전에 출전한

다

LF포인트는 KLPGA 대회공식기록

을 기반으로 순위 배점과 타수 배점을

혼합해매겨진순위다

올시즌상금대상최저타 다승까지

4관왕에 오른 김효주를 비롯해 LF포인

트 8위 안에 든 선수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이승현(23우리투자증권) 초청

선수 윤채영(27한화) 등 모두 10명이

출전한다

6위인백규정(19CJ오쇼핑)과 7위김

세영(21미래에셋)은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 투어 일정으로 불참해 9위

김민선(19CJ오쇼핑)과 10위 장수연

(19롯데마트)이출전명단에이름을올

렸다

총상금 1억7000만원 우승상금 5000

만원이걸린이대회는 SBS골프가 22일

과 23일오후 1시 TV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생중계한다 연합뉴스

김효주허윤경전인지 장흥서샷대결

22일 LF포인트왕중왕전

손연재 올 최고 여성체육인선정

한국최초아시안게임금메달

광양백운중정서희꿈나무상

꿈나무에선정된광양백운중정서희

LPGA 시즌최종전 CME 챔피언십내일개막

3점 차이박인비우승땐역전에상금왕까지

스테이시루이스박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