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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21넵스사진)은 한국여자프로

골프(KLPGA) 투어에서 2인자다 상금

다승 평균타수 등 주요 개인 타이틀에서

박성현(23넵스)에 이어 2위에 올라있다

하지만대상포인트만큼은박성현을제치

고 1위를달리고있다

고진영은 28일부터사흘동안인천드림

파크 골프장(파726716야드)에서 열리는

혼마골프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대상굳히기에나선다

혼마골프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

는 박성현이 출전하지 않는다 애초 박성

현의 출전 스케줄에서 빠져 있었다 고진

영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대상 수상 가

능성이훌쩍커진다

우승자에게는대상포인트 70점이주어

진다 박성현에 1점차로앞선고진영은결

정적으로유리한고지에오른다 남은 2개

대회에서박성현에크게밀리지않는다면

대상을손에넣을수있다

고진영은 최근 3차례 대회에서 우승 한

번을 포함해 모두 톱10에 들었다 그만큼

샷과 퍼팅 모두 안정됐다는 뜻이다 게다

가고진영은박성현이없는대회에서유난

히성적이좋았다 시즌 3승 가운데 2승이

박성현이 빠진 대회에서 올렸다 박성현

이기권한 BMW레이디스챔피언십과박

성현이불참한메이저대회하이트진로챔

피언십에서우승했다

고진영에게는절호의기회인셈이다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

서박성현과최종라운드챔피언조대결에

서역전승을일궈시즌2승고지를밟은김

해림(27롯데)의상승세도주목받는다

김해림은 시즌 시작 전에 세운 목표를

다 달성해서 이제 더는 대회에 안 나가도

된다고말했지만내친김에2주연속우승

에도전장을냈다

또한명의메이저챔피언인상금랭킹 3

위 배선우(22삼천리)도 KLPGA 챔피언

십 우승 이후 한 달 만에 세 번째 우승을

노리고출사표를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김혜윤(27

비씨카드)은 컴퓨터 퍼팅을 앞세워 타이

틀방어전을펼친다

프로대회를처음개최하는드림파크골

프장은 전장이 길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레이아웃이라 장타자에게 유리하다는 분

석이다 바다에서 멀지 않아 바람이 변수

로꼽힌다 연합뉴스

PGA 챔피언들상하이서격돌

올해 4대메이저골프대회챔피언들이

중국에서격돌한다

27일부터나흘간중국상하이서산인

터내셔널 골프클럽 서코스(파727266

야드)에서열리는HSBC 챔피언스는세

계 6대 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최하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중에

하나로 78명의선수만이출전한다

HSBC 챔피언스는 총상금 950만 달

러에 우승자에게는 페덱스컵 550점을

준다 컷 탈락 없이 든든한 상금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에 세계랭킹 20위 안에

드는선수중 16명이출전을신청했다

지난 시즌 US오픈 우승자 더스틴 존

슨(미국)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자 대

니 윌릿(잉글랜드) 브리티시 오픈 우승

자헨리크스텐손(스웨덴) PGA챔피언

십 우승자 지미 워커(미국)까지 4대 메

이저대회챔피언들이모두출전한다

올해 메이저 우승은못했지만미국프

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리고

플레이오프 우승컵까지 차지한 로리 매

킬로이(북아일랜드)가 가세한다 이달

초 유럽미국 골프대항전 라이더컵 싱

글매치플레이에서매킬로이를꺾은패

트릭리드(미국)도출전 다시샷대결을

벌인다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

주)가 허리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아쉽다

한국에서는 김시우(CJ대한통운)가

출격한다 김시우는 지난 23일 끝난

CIMB 클래식에서공동 10위에올라꾸

준한상승세를타고있다

39위로한국선수중가장세계랭킹이

높은 안병훈(CJ그룹)을 비롯해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 상금왕 김경태(신한

금융그룹) 지난 2월아시아투어싱가포

르 오픈에서 우승한송영한(신한금융그

룹)도출격준비를마쳤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

시즌이 4개 대회만을 남긴 가운데 상금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경쟁이 점점 열기

를더하고있다

이번 시즌은 임시 캐디를 고용한 뒤

다음시즌부터본격적인새캐디를기용

하겠다는뜻을밝힌리디아고는 27일부

터 나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쿠알라룸푸르 골프 컨트리클럽(파71

6260 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사

임다비말레이시아(총상금 200만달러)

에출전한다쭈타누깐이나란히출전해

상금과올해의선수 CME 글로브포인

트부문의선두다툼을이어간다

한편리디아고와헤어진캐디해밀턴

은 장하나(24비씨카드)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장하나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

다 연합뉴스

HSBC 챔피언스김시우출전

리디아 고 사임 다비출전선두다툼

혼마골프서울경제레이디스서대상굳히기

고진영 (25일현재) 박성현

562점(1위) 대상포인트 561점(2위)

10억1236만5999원(2위) 우승상금 13억2622만6667원(1위)

7043타(2위) 평균타수 6955타(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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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자 박성현 vs 2인자 고진영 주요 기록

박성현없는필드

고진영 기회가 왔다

김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