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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

룰루의와이알레이골프장에서열린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소니오픈마지막날

4라운드에서저스틴토머스(미국)가아이

언샷후볼을쳐다보고있다 연합뉴스

영건 저스틴토머스(24미국)가 2017

년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강타하고

있다

토머스는 16일 미국 하와이에서 끝난

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우승컵을 안으

며 지난주 SBS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

에이어 2주연속정상에올랐다

초반인 2017시즌에서벌써 3승을달성

한그는자신이참가했던 5개대회중 3개

대회에서 1위에오르며 60%의승률을보

였다

이번대회우승은단지우승컵을하나더

늘린 수준이 아니다 토머스는 14라운

드내내선두를내주지않았다 2위와는 7

타차라는압도적인기량을발휘했고무엇

보다매라운드새로운기록을작성했다

1라운드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도 하지 못한 최연소 꿈의 59타를 달성

하더니 2라운드에서는 PGA 투어 36홀

최소타선수로이름을올렸다 3라운드에

서는 54홀최소타타이기록을세웠고 급

기야 마지막 4라운드에서는 27언더파

253타로대회를마치며72홀역대최소타

기록을 14년만에갈아치웠다

59타 최소타등우즈도못한대기록을

한 대회에서 무려 2개나 세웠다 토머스

는또이날우승으로 30세 이전에 2주 연

속 정상에 오르는 세 번째 선수가 됐다

타이거우즈 로리매킬로이와어깨를나

란히한것이다

토머스는될성부른 떡잎이었다

1993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태

어난그는 2009년 PGA투어윈덤챔피언

십에 초청받았고 역대 3번째 어린 나이

(16년 3개월 24일)로컷을통과했다 앨라

배마 대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1학년이던

2012년 가장 뛰어난 대학생 골퍼에게 주

는상을받았다이듬해프로로전향한뒤

2014년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2015시즌 PGA투어에

뛰어들었다 투어 첫해그는 7차례톱 10

에들었고 톱 25안에는 15차례들었다

그러나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등 우승

컵을 쓸어담았던 동갑내기 조던 스피스

(미국)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대니얼

버거(미국)에 밀려 신인상도 못받았다

그러던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열린 CIMB 클래식에서 생

애 첫 PGA 투어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

의이름을알렸다

2016년에는제5의메이저대회라불리

는플레이어스챔피언십에서공동 3위에

오른 뒤 그 해 CIMB 클래식에서 2연패

를하며 2017시즌을출발했다 그리고하

와이에서 2개대회연속우승을차지하며

세계최정상골퍼대열에합류했다

동갑내기이자 친구인 스피스는 토머

스는원래재능이있는선수였다 시기의

문제였을뿐이라고말했다

토머스는제이슨데이(호주) 로리매킬

로이(북아일랜드) 저스틴 존슨(미국) 스

피스가차지하고있는골프계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의 기록이 단지 하와이

의꿈으로끝날지아니면세계정상급으로

발돋움하는시작이될것인지 전세계골

프계가그를주목하고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박태환 사태를

통해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16일 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

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

발 규정을개정했다 이 선발 규정은 지난

해리우올림픽에박태환이수영국가대표

로 출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

던조항이다

당시 박태환은 2014년 약물 양성 반응

이 나와 그에 따른 징계를 모두 이행했으

나국가대표선발 규정에 징계만료이후

3년간 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박태환은 국

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로부터 당시 규정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

다는유권해석을받아올림픽에출전했고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국내 법원

과 CAS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을했다

체육회는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전

부터 국가대표 선발 과정 전반에 걸쳐 공

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의

당위성이확산됐다 도핑관련 CAS및국

내법원의 이중처벌 금지 판결에 따라 관

련규정을삭제하기로했다고밝혔다

체육회는 또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정관

전부개정안도 25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

총회에상정하기로했다지난해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누락되거나과도하게규제

하는내용등으로불합리하게개정된정관

을통합전양단체정관사항을승계하면

서합리적이고자율적인내용으로전면개

정하려는취지다

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올림

픽헌장에서요구하는자율성을유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징계요구의무조건이행

등을삭제할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사전검토의견이회신되면해당내

용을 검토 후 반영해 총회에 상정하겠다

고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충렬(63) 사무총

장 이재근(67) 선수촌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한야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도해제했다

연합뉴스

도핑의혹에휩싸인러시아피겨스케이

팅 선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0)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출전의지를밝혔다

소트니코바는최근러시아매체 OK매

거진과 인터뷰에서 최근 아이스쇼에 출

연하고있지만피겨스케이팅무대로돌아

갈 계획을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2018년 올림픽 출전에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소트니코바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

겨스케이팅여자싱글에서석연치않은판

정으로 김연아(은퇴)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그는 올림픽이후선수생활

대신 아이스쇼 TV 프로그램 출연 등 대

외활동에집중했다 이런가운데최근러

시아도핑스캔들이터졌고 소트니코바도

조사대상에포함됐다는언론의보도가이

어졌다

소트니코바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선수생활을이어가겠다며주변의의혹을

간접적으로부정했다

그는 대외 활동은 일시적인 활동일 뿐

이다그동안오른쪽발목인대부상으로기

량을보여드릴기회가적었다고말했다

도핑과관련한직접적인질문과답변은

없었지만소트니코바를둘러싼도핑의혹

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 AP

통신은 소트니코바의 약물 의혹이 사실

로밝혀질 경우 그레이시 골드는 동메달

을획득한다김연아는올림픽피겨 2연패

를달성한다라고설명했다 연합뉴스

언빌리버블

도핑의혹 러 소트니코바 평창올림픽도전

토마스 PGA 소니오픈 27언더파 72홀 최소타

우즈도못한 59타매 라운드마다신기록달성

박태환 이중징계 논란

체육회 대표 선발기준개정

2017 시즌 벌써 3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