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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 미국

여 자 프 로 골 프

(LPGA) 투어에

서 가장 성실하고

꾸준히 대회에 출

전한 선수는 최운

정(25볼빅)이다

최운정은 20일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2015시즌

최종전 CME그룹투어챔피언십출전자

명단에이름을올렸다

이로써최운정은미국과유럽의단체대

항전인 솔하임컵을 제외한 올해 LPGA

투어 31개 전 대회에 개근한다 31개 대

회에모두출전하는선수는최운정이유일

하다

LPGA 투어에 개근하기는 쉽지 않다

거의 매주 미국 동부중부서부는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영국프랑스) 호

주 아시아(한국중국일본태국싱가포

르등)를 넘나드는빡빡한일정을 소화해

야한다

최운정은 예전부터꾸준함을이어왔다

2012년부터 4년 연속으로 LPGA 투어출

전대회수 1위를차지했다

2012년에는 27개 대회 2013년에는 28

개 대회에 참가하며 전 일정(국가대항전

인 인터내셔널크라운솔하임컵 제외)을

소화했고 지난해에는 1개 대회를 제외한

31개대회에참가했다

우승경력은 1차례있었다 최운정은지

난 7월미국오하이오주에서열린 마라톤

클래식에서 첫 승을 올렸다 2009년 데뷔

해 157번째도전끝에거둔감격의우승이

었다 당시골프팬들은 156전 157기를이

룬최운정에게박수를보냈다 연합뉴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23위인 리디아

고(18뉴질랜드) 박인비(27KB금융그

룹) 스테이시 루이스(30미국)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5시즌 최

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1라운

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이들 세

명은 19일 밤 11시31분(한국시간) 1번 홀

에서 이번 대회 1라운드 경기를 시작했

다

특히 리디아 고와 박인비는 이번 대회

결과를 통해 올해의 선수 상금 평균 타

수 등 주요 3개 부문 1위 자리를 가리게

돼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현재 올해의 선수 포인트 부문에서는

리디아 고가 276점으로 273점의 박인비

를앞서있다

올해의 선수 점수는 우승자에게 30점

준우승 12점을주고 3위 9점에이어4위 7

점부터 10위 1점까지차등해서점수를준

다

3점 차이는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간격이다 만일둘이동점으로시즌을마

치면 올해의 선수상을 공동 수상하게 된

다 상금 역시 리디아고가 275만8417 달

러를 벌어 257만96 달러의 박인비를 앞

서있다

박인비가 상금왕이 되려면 이 대회 우

승 상금 50만 달러를 받아야 한다 평균

타수에서는 박인비가 69433타를 쳐 69

449타의 리디아 고를 제치고 1위를 달리

고있다

이 부문에서 리디아 고가 역전하려면

이 대회에서 박인비보다 2타를 덜 쳐야

한다

또 이 대회까지 결과로 보너스 100만

달러의 주인공을 정하는 CME 글로브

레이스부문에서는리디아고가500점차

로 앞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번 대회

성적에따라역전이가능하다

지난해 리디아 고는 최종전이었던 이

대회 전까지 CME 글로브 레이스 3위를

달리다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보너스

100만달러까지가져간예가있다

세계랭킹역시이번대회결과에따라

리디아 고가 1위를 지킬 수도 있고 박인

비가 1위로올라설수도있다

연합뉴스

골프여왕 3점차박인비리디아고마지막승부

LPGA 최종전 CME그룹챔피언십 오는 22일까지

올해의선수상금왕번갈아 12위승패는예측불허

156전 157기 최운정 LPGA 개근상

최운정

몸매 종결자로 불리는 모델 겸 방송인

유승옥<사진>이한국옥타곤걸로최종발

탁됐다

세계 최고의 종합격투기단체 UFC는

UFC 최초로한국에서개최되는 UFC 서

울의 옥타곤 걸로 유승옥을 발탁했다고

19일발표했다

한국 옥타곤 걸 선발대회는 국내 여성

참가자들의 지원을 받은 뒤 UFC 본사인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최종심사와선발

이이뤄졌다

유승옥은 UFC의 대표 옥타곤 걸인 아

리아니 셀레스티와 UFC 첫 필리핀 옥타

곤 걸인 레드 델라 크루즈와 함께 UFC

파이트위크(2428일)에 참여하게된다

유승옥은 오는 25일 선수 공개 훈련 행사

때공식적으로소개될예정이다

유승옥은국내에서스포츠모델로활동

하고있다

UFC 서울은오는 28일올림픽체조경

기장에서열린다 연합뉴스

몸매 종결자 모델 유승옥

UFC서울옥타곤걸발탁

올해전체 31개 대회출전

올해의선수포인트

리디아고 박인비

박인비(27) 구분 리디아고(18)

2위

257만96달러
상금

1위

275만8417달러

2위(273점) 올해의선수 1위(276점)

1위(69433타) 평균타수 2위(69449타)

박인비와리디아고의LPGA타이틀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