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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대학생 이정은(한국체대 1

년)이 금빛샷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태극 낭자들이

다 JLPG(일본여자프로골프)는 물론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무대에서도

연일 승전보를 울려오고 있다 이번에

는 아마추어 낭자가 나선다 순천 청암

고 출신의 이정은이 광주하계유니버시

아드정상을노린다

이정은이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은

2013년 제1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였다 넉넉지 않은 환

경에서도실력과성실함으로치열한경

쟁을 뚫고 초대 챔피언이 되며 활짝 웃

었다얼마전에는호심배여자부2연패

를달성하기도했다 호심배여자부 2연

패는 LPGA 샛별로 주목받는 김효주

에이어두번째이다

국가대표를 그리던 여고생은 그 꿈

을 이뤘다 지난해 국가대표 상비군으

로 활동했던 그는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대학스포츠축제에나선다

우승전략은 체력이다 이번대회는

체력싸움이될것이라는게이정은의

이야기다

이정은은 캐디 없이혼자백을메고

경기를해야해서체력싸움이될것이라

고생각한다 7월에경기를해야하는만

큼 더위와도 싸워야 하고 체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체력 훈련을 하

면서대회를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

안방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유리한

점도있지만부담감도만만치않다

이정은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기

라서유리한점이많다 코스는많이뛰

어봐서파악은다했다고할수있다 우

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뛰어나서 다 잘

친다고 생각하시니까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목표는무조건 1등이다개인우

승이나단체우승모두해내고싶다고

목표를밝혔다

태극마크가주는책임감도크다

이정은은 일본 대만하고하는국가

대항전도 나가보고 킨시리크컵에도 출

전했다 경기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데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이 책임감을

들게 했다 개인 경기에서 플레이가 좋

지 못하면 나한테만 화가 나는 것인데

대한민국을대표한다는의미에서더잘

해야겠다는생각도들고행동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보여드리고싶다고말했다

필드에서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정

확한 샷을 자랑하는 이정은이지만 클럽

을내려놓는순간은평범한대학생이다

이정은은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

나면 바로 세미 프로 테스트를 준비해

야한다 좋은성적을내고친구들과물

놀이를 가고 싶다 편안한 마음으로 놀

러가는게소원이다고웃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wool@

U대회빛낼

광주전남스타

골프 이정은

설레는태극마크金으로보답
미국골프의새로운희망조던스피스

(22)가 올 시즌 2개 메이저대회를 연속

석권하는괴력을발휘했다

스피스는 22일(한국시각) 미국 워싱

턴주 유니버시티 플레이스의 체임버스

베이골프장(파70 7384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제115회

US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더블보

기 1개를적어냈지만버디 4개에보기 1

개로 1타를 줄였다 스피스는 합계 5언

더파 275타를 적어내 더스틴 존슨(미

국)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을 1타차

로제치고정상에올랐다

올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마스터

스에서 정상에 올라 미국 최고의 골프

스타로 떠오른 스피스는 US오픈까지

우승하며 차세대 골프황제 로리 매킬

로이(북아일랜드)의 대항마로 자리를

굳혔다

한 시즌에 마스터스와 US오픈을 연

이어 우승한 선수는 크레이그 우드

(1941년)벤호건(1951년) 아널드파머

(1960년) 잭 니클라우스(1972년) 타이

거 우즈(2002년)까지 5명이 있었고 스

피스는 6번째선수가됐다

또 이날 만 21세 10개월 25일을 맞은

스피스는 1923년보비존스이후의최연

소US오픈우승자로기록됐다 연합뉴스

제주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3관왕을

달성한 역도 임주성(유덕중)과 수영 이정

수(용봉초) 등 우수한성적을거둔선수들

에게장학증서가전달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이명

자)는 22일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다목

적실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선수

임원등이참석한가운데 제9회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광주시선수단해단식및시

상식을개최했다

광주시선수단은 지난달 1922일 제주

도에서열린제9회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에서금메달 2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0

개 등 총 50개의 메달을 수확 종합순위 6

위를기록했다

이번대회에서광주선수단중가장많은

금메달을 수확한 3관왕 임주성과 이정수

를 비롯해 보치아 단체팀(혼성BC12 중

고) 수영은메달김민석(전자공고)육상

동메달 김현석(선광학교) 등 메달 수상자

들에게장학증서를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자 리듬체조 세계랭킹 1위인 러시아

마르가리타 마문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

르스) 감염 우려로 내달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에 불참키

로했다

마문은 2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열린유러피언게임후프결승전

에서 금메달을 딴 뒤 메르스 감염 우려로

광주U대회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

다고러시아타스통신이이날전했다

그는 광주U대회에 출전하는 대신 세계

챔피언십출전을위해훈련을하겠다고덧

붙였다

통신은 별도 기사로 러시아 기계체조팀

도광주U대회에불참한다고전했다

통신은 기계체조팀불참 기사에서따로

이유를언급하지는않았지만한국의메르

스사태를상세하게보도했다 연합뉴스

22살 스피스 新 골프황제 되나

전국장애학생체전해단식장학금전달

리듬체조세계1위U대회불참

메르스 무서워서

US오픈우승메이저 2연승

이정은

▲1996년5월28일 순천 출생 ▲

순천 봉화초연향중청암고한국

체대▲2014년국가대표상비군▲

2015년국가대표▲2013 베어크리

크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우

승 ▲2014 일송배 한국주니어골프

선수권대회 여자부 1위 ▲2014

2015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대회여자부 2연패

순천출신호심배 2연패

우승하고물놀이가고싶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