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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연(28SK텔레콤)이 극적인 이글 한방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시즌두번째우승

컵을들어올렸다

최나연은 29일(한국시각)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

의피너클컨트리클럽(파71 6374야드)에서열린월

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중반까지퍼트난조로고전했다 하지만 16번홀(파

4)에서 나온 이글 한방으로 분위기를 반전 2타를

줄였다

2타차 선두로 3라운드에 나선 최나연은 합계 15

언더파 198타를적어내우승상금 30만달러(약 3억

4000만원)를받았다

미야자토 미카(일본13언더파 200타)를 2타차로

따돌린최나연은지난 2월시즌개막전코츠챔피언

십이후 5개월만에시즌 2승을올려 LPGA 통산 9

승을 기록했다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9승을 합작

했다

올 시즌한국선수들의기세에눌려우승하지못

한세계랭킹 3위이자디펜딩챔피언루이스는역전

우승을노렸지만 12언더파 201타 공동 3위로대회

를마쳤다

최나연이 6번홀(파3) 2m 거리 파퍼트를 놓쳐 보

기를 한 사이 루이스 미야자토가 4타 줄여 최나연

을제치고 1타차공동선두로올라섰다

8번홀과 9번홀(이상파4)에서 3m 거리의버디퍼

트를잇따라놓친최나연은 10번홀(파4)에서 3라운

드 첫버디를잡았다 러프에서친 두번째샷을홀

1m에 붙인뒤버디로연결 공동 선두에다시오르

며경쟁을계속했다

13번홀(파4)에서도 12m 퍼트를 놓쳐 보기를 적

어낸최나연은루이스에 1타뒤진채경기종반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16번홀(파4)에서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

다

최나연은 이 홀에서 142야드를 남기고 8번 아이

언으로친두번째샷을그대로홀에집어넣어이글

을 만들었다 깃대를 향해 날아간 볼은 그린 위에

한번튄뒤홀로쏙들어갔다 순식간에 1타차단독

선두로나선최나연은 17번홀(파3)에서도 8번 아이

언으로 친 티샷을 홀 옆 한뼘 거리에 붙인 뒤 탭인

버디를잡아우승을굳혔다

2타차선두로 18번홀(파5)에올라선최나연은티

샷을 오른쪽 페어웨이 벙커에빠뜨렸지만 세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린 뒤 파로 마무리 승리를 지켰

다

최나연은 현지 중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오

늘 퍼트가 좋지 않았는데 8번 아이언 덕에 퍼트 없

이우승할수있었다며웃음을지었다

12라운드에서 부진했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는 마지막날 8타를 줄이는맹타를휘둘러공

동 6위(11언더파 202타)까지순위를끌어올렸다

호주 교포 이민지(19)도 전번에 3타를 줄이며 우

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

해공동 6위로마쳤다 연합뉴스

광주체육고등학교(교장 김성남) 권세림이

KBS배전국사이클대회에서2관왕을차지했다

권세림은최근강원도양양벨로드롬에서열

린 2015 KBS 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여

고부 경륜에서 구한솔(부산 주례여고)과 박수

빈(경기 연천고)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금메달을목에걸었다

권세림은앞서열린스프린트결승에서도박

수빈을따돌리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

한편 전국체전에서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클부도 단체추발4와

제외경기에서금메달을획득 2관왕에올랐다

서준용은제외경기에서공태민(가평군청)과김

주석(양양군청)을 제쳤고 단체추발4에서는

박수빈문혜선윤혜경박정은정인주가 4분

51초473의기록으로금메달을합작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프로골프회(회장 박종상)는 오는 7월

22일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제4회 소

년소녀가장돕기자선골프대회를연다

소년소녀가장에게꿈과희망을주는한마음

골프대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열리는 이번 행사

에는광주프로골프회원등 160명이참가한다

경기는프로골퍼 1명과아마추어 3명이한조

를이뤄 18홀신페리오방식으로치러진다

대회 참가자들이 기부한 후원금은 광주초록

우산어린이재단에전달된다

박종상광주프로골프회장은 팬들과사회로

부터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행사를마련했다며 앞으로도대회를계속

열어나눔의정신을실천하겠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나연샷이글버디 8번 아이언의마법

최나연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 3라운드18번홀에서 마지막 파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한 뒤

갤러리들에게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권세림

전국사이클대회 2관왕

광주시프로골프회

내달22일 자선대회

LPGA 아칸소챔피언십

1617번홀 극적역전우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