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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유망주 성은정(17금호중앙여고)

이 US 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2

년연속우승했다

성은정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주 패러머스의 리지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안드레아

리(미국)를 4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른 성은

정은 1949년창설돼올해로 68회째인US

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2년연속

우승한세번째선수가됐다

이 대회 2연패는 1958년 주디 엘러

1971년 홀리스 스테이시 등이 기록한 바

있다 엘러는 2연패 스테이시는 3연패를

각각달성했다

36홀매치플레이로열린이날결승에서

성은정은 11번 홀까지 5홀을뒤지며불안

한출발을보였다 그러나 18개홀이끝났

을때 3홀차로간격을좁혀놓은성은정은

23번째홀에서기어이동점을만들었다

이후 한 홀씩 주고받는 접전을 벌이던

성은정은 29 30번째홀을연달아따내며

2홀 차로 앞섰고 32 34번째 홀까지 가져

오면서 2홀을 남기고 4홀 차 승리를완성

했다 특히 30번 홀에서는 그린 주위에서

시도한 칩샷이 이글로 연결됐고 마지막

34번홀에서는 10정도먼거리버디퍼

트가그대로홀을향했다

이 대회는 2002년 박인비 2005년 김인

경등현재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 정상급 선수들이 우승했고 2012년에

는호주교포이민지가정상에올랐다

2013년까지국가대표를지낸성은정은

키 175에이르는장타자로 6월 말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비씨카드

한경레이디스컵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

을 차지하기도 했다 미국 테네시주 울트

워에서 열린 US 주니어아마추어선수권

대회에서는 호주교포 이민우(17)가 우승

했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이민지의

동생인 이민우는 이날 결승에서 노아 굿

윈(미국)을 2홀차로꺾었다 동점상황에

서 33 34 35번 홀을 연달아 따내면서 승

부를갈랐다

누나 이민지는 2012년에 US 여자주니

어선수권대회를 우승한 바 있다 남매가

US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것은이민지이민우남매가처음이다

연합뉴스

성은정 US 주니어선수권 2연패

24일 US 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

서 2년 연속 우승한 성은정이 트로피에

입을맞추고있다 연합뉴스

안선주(29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

프(JLPGA) 투어 센추리21 레이디스

토너먼트(총상금 8000만엔)에서 2년

연속우승을차지했다

안선주는 24일 일본 시즈오카현 이

즈노쿠니시이즈오히토컨트리클럽(파

72655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를추가해 5언더파 67타를기록했다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의 성적을

낸안선주는기도메구미기쿠치 에리

카(이상 일본)를 1타 차로따돌리고우

승했다 우승 상금은 1440만엔(약 1억

5000만원)이다

2라운드까지선두에 2타뒤진공동 3

위였던 안선주는 이번 시즌 첫 우승을

달성했다 안선주는 지난해 이 대회에

서도시즌첫승을일궈낸바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와 JLPGA 투어가 공동 개최

한토토재팬클래식이후약 8개월 만

에 승수를 보탠 안선주는 JLPGA 투

어통산 21승째를거뒀다

JLPGA 투어 한국 선수 최다승 기

록은 고(故) 구옥희 한국여자프로골프

협회장과 지난주 우승을 차지한 전미

정(34진로재팬)이 함께 보유한 23승

이다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은 JLPGA

투어 19개 대회에서 9승을 합작했다

이보미와신지애가 2승씩 안선주와김

하늘 이지희 강수연 전미정이 1승씩

을더했다 연합뉴스

박인비(28KB금융그룹사진)가 시

즌네번째메이저대회인브리티시여자

오픈골프대회에불참한다

ESPN과 골프채널 등 미국 언론들은

24일(한국시간) 박인비가왼쪽엄지부

상 때문에 지난해 우승했던 브리티시오

픈불참을결정했다고보도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하

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

있다

왼쪽 엄지손가락 통증을 이유로 기권

한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

했기때문에출전을포기하는것은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부상이

나으려면시간이더필요한상황이라어

쩔수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

박인비는 남은 기간 올림픽에 대비

해 몸 상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비는 8월5일부터 제주에서 열리

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해 올림픽

대비실전감각을쌓을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인비 브리티시오픈불참올림픽은예정대로

안선주 일본여자골프 21번째 우승컵

2016
US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2년연속우승

2016 비씨카드한경레이디스컵2위

2015 KLPGA투어KDB클래식2위

2015
US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

2012
KLPGA 회장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통합우승

여고생골퍼성은정주요기록

박인비등골프정상들등용문

이글칩샷10버디로역전승

센추리21 레이디스 2연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