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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휩

쓸고있는 대세 박성현(23넵스사진)이

이번에는메이저우승컵사냥에나선다

박성현은 오는 8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

6578야드)에서열리는이수그룹KLPGA

챔피언십에출전한다

1978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38회째

를맞는KLPGA챔피언십은한국여자프

로골프대회가운데가장오랜역사를자랑

한다 1987년 시작된 내셔널타이틀 대회

인한국여자오픈보다더오래됐다

또한 KLPGA 투어 4대 메이저대회 가

운데하나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원만 출전할

수 있는 이 대회 우승자 명단은 KLPGA

를빛낸 전설로채워져있다

한국여자골프의 개척자 고 구옥희 고

한명현 강춘자 현 KLPGA 수석부회장

을 비롯해 고우순 박현순 김미현 전미

정 최나연 신지애 김세영 등이 이 대회

역대챔피언이다

박성현은지난해첫우승을메이저대회

인 한국여자오픈에서 일궈낸 박성현은

KLPGA 챔피언십을 꼭 우승하고 싶은

대회라고점찍었다

박성현은 KLPGA 챔피언십에이어차

례로 열리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KB

금융스타챔피언십등메이저대회우승트

로피에잔뜩눈독을들이고있다

그는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

오픈에서아쉽게준우승에그친탓인지메

이저대회 우승 욕심이 더 커진 느낌이라

며 가을 메이저 랠리의 시발점인

KLPGA챔피언십우승에강한의욕을숨

기지않았다

박성현은 이번 KLPGA 챔피언십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의새로운역사를쓴다

시즌 상금 12억591만 원을 모은 박성현

은 KLPGA 챔피언십에서 김효주(21롯

데)가 2014년에세운단일시즌최다상금

기록(12억897만 원) 경신이 확실시된다

김효주의기록에불과 306만원뒤진박성

현은 이 대회 꼴찌 상금이 400만 원이라

컷통과만하면새기록의주인공이다 우

승하면 2007년 신지애(28)가 수립한 시즌

최다승기록(9승)도사정권에들어온다

압도적인 장타력을 바탕으로 그린 적중

률 1위(8101%) 퍼팅 7위(2993개) 등 정

교함까지 더해 유일한 60대 평균타수(69

61타)를 지키는 경기력과 한화금융클래식

에서 벌타 논란을 딛고 역전 우승을 일궈

낸강한승부근성을감안하면박성현은이

번대회에서도가장강력한우승후보다

1 2라운드에 박성현 고진영 안신애는

8일 낮 12시10분 1번홀에서 티오프한다

상금랭킹 1 2위와 디펜딩 챔피언을 묶는

조편성은관행에따른것이다 셋은프로

골프투어에서따르는팬이많기로는막상

막하인이들 3명의동반플레이는구름관

중을끌어들일것으로예상된다 연합뉴스

얼어붙은남북긴장상태속에지구

건너편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 우

리의소원은통일이울려퍼졌다

6일 브라질 리우 프리빌리지아다 퀄

리티호텔에서열린 2016 리우패럴림픽

북한선수단환영만찬에서북한대표팀

관계자들과 교민 시민단체 관계자들

은손에손을잡고 올림픽의 이념을 실

현했다

대북지원 글로벌단체인 국제푸른나

무는 이날 북한선수단 환영 행사를 열

었다 푸른나무 공동대표이자 북한 장

애인 체육을돕고 있는신영순 씨등이

마련한자리였다

행사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김문철

위원장 외총 10명의북한 대표팀 선수

단이 함께했다 북한선수단 관계자들

은 흰색 상의와 붉은색 하의의 대표팀

트레이닝복을입고화기애애한분위기

로행사장에들어갔다

행사전김문철위원장은 어서빨리

북남관계가회복됐으면좋겠다 그래

서평창장애인올림픽에서는금강산을

넘어육로로참석하고싶다고말했다

만찬행사엔웃음꽃이만발했다선교

사들은 악기연주와 함께 사랑은 언제

나오래참고와 우리의소원은통일을

연달아불렀고몇몇북한관계자들은이

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남측 인사의 악

기 연주와 노래가 끝나자 북한 선수단

통역사인 변영금 위원이 아리랑을 부

르며화답했다북한선수단은사회자의

구호에맞춰 우리의소원은통일이라

며오른팔을번쩍들기도했다

현지교민과국제구호단체는북한선

수단에 정성 어린 선물을 전했고 북한

선수단은직접만든반짇고리를건넸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 현지인들은 직

접 준비해온 대형 북한국기에 사인 요

청을 했는데 북한 관계자들이 국기에

글씨를 쓸 수 없다며 잠시 머뭇거리기

도했다북한선수단은북한국기옆끝

자락에 작은 글씨로 사인을 대신했다

변영금위원은 통일!이라고적었다

북한장애인대표팀은지난 4일리우

에입성했다북한은육상 1500 김철

웅과원반던지기송금정등선수 2명이

경기에 나선다 김철웅이 참가 신청한

5000 종목 출전 여부는 7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7일선수촌입촌식 8

일개회식에참석한다 연합뉴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리듬체조 개

인종합 4위에 빛나는 손연재(22연세

대사진)와 함께 추석 연휴 갈라쇼를 장

식할출연진이확정됐다

손연재는 추석 연휴인 1617일 이틀

간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세계 리듬체

조올스타초청갈라쇼 2016에나선다

6일 손연재의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

아SM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리우 올

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따낸마르가리타마문(러시아)과러시아

의 차세대 유망주로 세계 랭킹 3위인 알

렉산드라솔다토바가참가한다

아울러 리우 올림픽에서 손연재에 이

어 5위를 기록한 멜리티나 스타뉴타(벨

라루스)와 각각 6위와 10위에 오른 카차

리나 할키나(벨라루스) 크세니아 무스

타파예바(프랑스)의 참가도 확정됐다

그룹경기 결선에

서 4위를 차지한

그룹 이탈리아도

무대를장식한다

이번 공연의 입

장권은 옥션티켓

(ticket auction

cokr)을 통해 살

수 있다 가격은

R석 6만6000원 S

석 4만4000원 A

석 2만2000원이다 예매 관련 기타 자세

한 내용은 옥션티켓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연합뉴스

박성현 KLPGA 챔피언십탐난다
리우서울려퍼진 우리의소원은통일

한가위보름달도보고연재도보고

1617일 리듬체조갈라쇼

6일 오후 리우데자네이루 프리빌리지아다 호텔에서 열린 북한선수단 환영 만찬

에참석한북한대표단통역변영금위원이답례로노래를하고있다 연합뉴스

김세영등배출메이저대회

내일고진영안신애와대결

패럴림픽북한선수단

교민들이환영만찬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