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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프레지던츠컵골프대회첫날인8일오전인천시연수구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18번홀에서관중들이인터내셔널팀스티븐보디치가샷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 연합뉴스

2015 프레지던츠컵 포섬 경기에서 열

세를 만회해 보려던 인터내셔널팀의 계

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남아프리카공화

국 호주 일본 인도 등 7개 국가 선수로

이뤄진 인터내셔널팀은 8일인천송도의

잭니클라우스골프장(파727380야드)에

서 열린 대회 첫날 포섬 5경기에서 남아

공듀오루이우스트히즌브랜던그레이

스조만승리했을뿐 나머지경기에서미

국팀에완패했다

1승4패로승점 1을따내는데그친인터

내셔널팀은 9일 열리는 포볼 5경기에서

많은 점수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

았다 같은 팀 2명의 선수가 볼을 번갈아

치는 포섬 경기에서 인터내셔널팀은 좋

은호흡을보여주지못했다

그나마 위안은 맷 쿠처패트릭 리드

조와 맞붙은 남아공 듀오였다 대회 첫

날 두 번째 조로 나선 우스트히즌그레

이스조는 미국팀에 2홀을 남기고 3홀을

앞서는 승리를 거뒀다 7번홀(파5)부터

1홀차로 앞서간 남아공 듀오는 11번홀

과 12번홀(이상 파4)을 연속 따내 3홀차

로벌렸다

우스트히즌그레이스조는이후에도홀

을 내주지 않고 16번홀에서 경기를 끝냈

다 하지만다른 4경기에서인터내셔널팀

은완패했다

프레지던츠컵에처음출전한인터내셔

널팀의 아니르반 라히리(인도)통차이

짜이디(태국)조는 리키 파울러지미 워

커(이상 미국)조에 4홀을 남기고 5홀을

뒤지는완패를당했다

기대를걸었던첫번째조애덤스콧(호

주)마쓰야마히데키(일본)조도버바 왓

슨JB홈스(이상 미국)조에 2홀을 남기

고 3홀을뒤져무릎을꿇었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는 마크 레

시먼(호주)과짝을이뤄미국의에이스조

조던 스피스더스틴 존슨과 맞섰지만 3

홀을남기고 4홀차로벌어져경기를끝냈

다

인터내셔널팀의 에이스 제이슨 데이

(호주)도 스티븐 보디치(호주)와 함께 나

섰지만베테랑필미컬슨과잭존슨의관

록을넘지못하고 2홀차로패했다 2홀차

로 뒤지던 데이는 17번홀(파3)에서 10m

거리의버디퍼트를성공하며1홀차로좁

혀무승부의희망을살렸다 그러나 18번

홀(파5)에서 존이 186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을 홀 25m에 떨어뜨려 컨시

드를 받아냈다 이에 앞서 데이는 55m

거리의 이글퍼트로 무승부를 노렸지만

홀왼쪽으로흘러땅을쳤다 연합뉴스

광주 FC가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에서

클래식리그잔류를확정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7일 2015 K

리그클래식스플릿라운드대진을확정해

발표했다

스플릿라운드는정규리그 33라운드성

적을 바탕으로 A(16위)그룹과 B(7

12)그룹으로 나눠 5라운드를 더 치러 우

승팀과강등팀을가리는시스템

광주가 내년 시즌에도 클래식 무대에서

뛰려면마지노선인 10위를유지해야한다

현재 11위부산(5승9무19패승점 24)과 11

점차를유지하고있는광주는자력으로잔

류를 확정하기 위해 4점을 보태야 한다 4

점차라고하지만스플릿라운드첫경기에

서광주의잔류가확정될수도있다

17일 오후 2시 원정길에서 만나는 스플

릿 라운드 첫 상대가 부산이기 때문이다

부산전에서광주가승리를거두게되면광

주의승점은 38이된다 이럴 경우부산이

남은 4경기를모두이긴다고해도최대승

점이 36이 되기 때문에 광주의 클래식 잔

류가 결정된다 무승부로 경기가 끝날 경

우에도 잔류에 필요한 최소 승점이 1점만

남게 된다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부터 광

주가화제의팀이될전망이다

광주는 오는 25일 4시에는 인천과 홈경

기를갖는다또 11월7일오후2시 3라운드

전남 원정경기에 이어 22일 울산(오후 2

시) 28일 대전(오후 2시)과의 홈 2연전으

로 스플릿 라운드 5경기를 끝내고 시즌을

마무리한다 김여울기자wool@

광주FC 잘 만났다부산

17일 원정경기서클래식잔류확정노려

이변은 없었다프레지던츠컵첫날미국팀완승

수천명시선이공하나에

세계연합팀에이스데이까지무너져포섬 1승 4패

승점 1점획득그쳐오늘포볼 5경기역전큰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