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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한국골프최고인기스타로떠오른함평골

프고 출신의 전인지(21하이트진로사진)는 오는

6일부터 열리는 ADT캡스챔피언십에 불참하겠다

는뜻을지난 25일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

어사무국에전달했다 도저히대회에출전할몸상

태가아니라는이유에서다

전인지는지난 1일서울경제문영퀸즈파크레이

디스 클래식 3라운드 도중 기권했다 백스윙이 안

될만큼왼쪽어깨가아프다고호소했고 극상견염

증과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년 전과 1년 전에도 아팠던 부위다 피로가 쌓이면

나타나는 일종의 고질병이다 의사는 23주가량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했지만 전인지는 불참

의사를접었다 아픈몸을이끌고전인지가대회장

인 부산으로 향하는 까닭은 전인지를 빼고는 모두

가전인지의출전을원하기때문이다

KLPGA 투어는출전신청을반년또는한달단

위로 받는다 대개 선수들은 모든 대회에 다 출전

신청을해놓고사정이생기면참가철회신청을낸

다 2주전에는신청해야하지만꼭지켜야하는규

정은아니다 대회하루전에도참가철회는가능하

다 하지만 전인지 같은 인기 스타 선수는 참가 철

회가쉽지않다

ADT캡스챔피언십 전인지가 출전한다는 전제

아래대회홍보를진행했다 여기에대회타이틀스

폰서 ADT캡스의 본사인 미국 ADT 고위 임원들

이 전인지와 프로암을 치르려고 한국에 올 예정이

다전인지가대회에나오지못한다고하자ADT캡

스측이아연실색한게당연하다

전인지의 마음을 바꾸려고 발벗고 나선 인사들

이 한둘이 아니다 꾀병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

됐다 내년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진

출하는전인지가국내대회출전약속을가볍게여

기고쉽게자주어긴다는 음해성 주장도나왔다

전인지의부친전종진씨는 2013년신인왕경쟁

이한창일때도어깨가아파서남은대회출전을포

기했었다 선수 생활을 한두 해 하다 관둘 게 아니

지않느냐고말했다 상금왕은확정했지만대회마

다 주는 포인트로 수상자를 정하는 KLPGA 대상

을못받는것도감수한다는뜻이다 대상포인트에

서는전인지가 1위지만남은 2개대회에나가지못

하면역전가능성이크다

KLPGA투어는 전인지의 대회 참가 철회 신청

을처리하지않고놔뒀다 철회신청을승인해버리

면전인지의불참이기정사실이되기때문이다 결

국전인지는대회철회신청을거둬들였다 타이틀

스폰서와 KLPGA투어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정상적인 플레이는 어렵다 연습도 전혀

못한채출전한다

전인지의출전철회신청그리고출전철회신청

의 철회를 놓고 양적 성장만큼 KLPGA투어의 질

적내실이요구된다는목소리가나온다 대회뿐아

니라강요에가까운각종행사참석요청으로선수

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갈시키는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내 대회에 미국 일본

까지 오가면서 대회를 출전하는 일정을 주도면밀

하게 관리하는 선진 선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

이다 연합뉴스

스타는 괴로워아파도 못 쉬는 전인지

울리 슈틸리케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FC스마일의 크로스바 챌린지에 도전

했다 <사진>

슈틸리케감독은 3일 FC스마일이공

개한 영상에서 10차례 슈팅을 시도해

두 차례 크로스바를 맞췄다 크로스바

챌린지는신체장애어린이들을돕는프

로그램으로 도전자가 10차례 슈팅에서

크로스바를맞히면안면기형및신체장

애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게

된다

박지성 JS파운데이션 이사장이 지난

달첫도전자로나섰으며이후 2명씩릴

레이 도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프로

그램이 진행 중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다음 도전자로 최근 은퇴를 선언한 FC

서울수비수차두리와전남드래곤즈골

키퍼김병지를지목했다

FC스마일의 크로스바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C스마일 인터넷 홈페

이지(httpfcsmilecom)에 나와 있

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다음은차두리김병지

신체장애아돕기 크로스바챌린지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올린 영암출신의 김세영

(22미래에셋)이세계여자골프랭킹 7위

에올랐다

지난주중국하이난에서열린 LPGA

투어블루베이에서우승한 김세영은 이

번시즌신인왕도유력해졌다

김세영은 2일자로 발표된 공식 랭킹

에서 596점을 받아 지난주 11위에서 4

계단 상승했다 리디아 고(18) 박인비

(27KB금융그룹) 스테이시 루이스(미

국)가 지난주와 똑같이 13위에 올랐

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이 5위 전

인지(21하이트진로) 김효주(20롯데)

양희영(26PNS)이 810위에 자리했

다

연합뉴스

LPGA 시즌 3승 김세영 세계랭킹 7위로

ADT캡스챔피언십불참철회

체력보호 선진 선수관리 시급

이수민(22CJ오쇼핑)이 한국프로골프

(KPGA) 투어시즌마지막대회카이도골

프 LIS 투어챔피언십에서 우승 한방으로

4관왕을노린다

올 시즌 군산CC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빼어난 실력을 펼치며 생애 한 번뿐인 신

인왕을 확정지은 이수민은 시즌 상금 랭

킹과 대상(최우수선수상) 포인트 평균 최

저타수상부문상위권에이름을올렸다

5일부터 나흘간 충남 태안의 현대 더링

스 컨트리클럽(파727241야드)에서 열리

는 이 대회는 총상금 3억원에 우승상금

6000만원이걸렸다 이수민은상금랭킹 3

위(2억7300만원)이지만 3억1500만원으로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는 이경훈(24CJ오

쇼핑)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 출

전하느라이번대회에나오지않는다

3억300만원으로 상금 랭킹 2위인 최진

호(31현대제철)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도전하기위해미국으로떠난다

이에따라이수민이이번대회에서우승

해 상금 6000만원을 받으면 역전 레이스

를펼치며상금왕이될수있다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도 2위인 이수민

(2095점)은우승하면 1000점을받을수있

어 2190점으로 이 부문 1위인 이태희(31

OK저축은행)를 제치고 최우수선수가 될

수 있다 최저평균타수에서도 김기환(24

70125타) 이태희(70267타)에 이어 3위

를달리는이수민은 70469타로큰차이가

나지않아역전을노려볼만하다

이수민이 우승한다면 2007년 김경태

(29신한금융그룹) 이후 8년 만에 4관왕

이탄생한다 연합뉴스

KPGA 신인왕 예약 이수민 4관왕 노린다

카이도챔피언십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