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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험이나 쌓으려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

고사람들을놀라게해주고싶어요

지난 15일일본삿포로츠키사무체육관

에서 만난 새러 머레이(28사진) 한국 여

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의 말이다 삿

포로동계아시안게임첫공식훈련을지휘

한 머레이 감독은 대표팀이 최근 보여준

눈부신성장에한껏고무된표정이었다

그는 그동안크나큰발전을이뤘다며

체력과경기경험등보완해야할점도많

지만대신선수들은절대로포기하는법이

없다고말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적

을꿈꾸며나날이실력을키워나가고있다

비록 친선 경기였지만 지난해 8월 사상

처음으로카자흐스탄을꺾는개가를올렸

다 2007년 014 2011년 011로참패했던

전적을 돌아보면 일취월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않은결과다 16일 일본 삿포로 츠

키사무체육관에서열린중국과연습경기

에서는 30(10 10 10)으로승리했다

지난 6일에는독일과평가전에서 24로

패했다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한국(23

위)과 독일(8위)의 세계 랭킹 격차를 고려

하면경기결과는놀라운것이었다

한국은 이번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서태국(18일) 일본(20일) 카자흐스탄(21

일) 중국(23일) 홍콩(25일)과 메달을 다

툰다 1999년 이래네차례참가한동계아

시안게임에서 아직 1승도 올리지 못한 대

표팀은사상첫승과사상첫메달획득이

라는야심찬목표에도전한다

선수가 부족해 22명 엔트리보다 2명 적

은 20명으로대표팀을꾸리고 이중 2001

년생선수 3명은국제대회경험이전혀없

지만머레이감독은대표팀의목표가이기

는것이라고힘줘말했다

머레이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동계아

시안게임에서메달을따내사람들을놀라

게 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중국은 우리

가한번도꺾지못한상대지만우리는이

기기 위해 그리고 메달을 위해 싸울 것

이라고강조했다

머레이감독은미국미네소타대학시절

2차례 우승을 경험했고 미국과 스위스에

서 20세 이하 팀을 가르치다 2014년 9월

대표팀감독으로부임했다 캐나다대표팀

등에서사령탑을맡았던전설적인지도자

앤디 머레이의 딸로 백지선 남자 아이스

하키대표팀감독의사령탑요청을흔쾌히

받아들였다

머레이감독은패배의식을역으로이용

했다 그는선수들에게 우리가지는것이

당연한약팀이라면너희가이싸움에진다

고 해서 잃을 게 없잖아라고 말했다 두

려움을 던져버린 선수들은 잃을 것이 없

는 자 특유의 거침없는 자세로 강팀들에

맞섰다

머레이 감독은 개최국 자동출전권이

아니더라도우리가실력으로 그곳에오를

자격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말했다

그래서일본전이더욱중요하다고했다

자력으로 2회 연속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낸 일본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격돌해야할상대이기도하다

머레이 감독은 일본을 꺾는다면 우리

가올림픽에서경쟁할자격을갖췄다는사

실을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기고 싶고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

다고말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는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일본에 029로 참패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세계 랭킹 7

위일본을꺾고메달을목에거는꿈을꾼

다 그꿈은과연이루어질까 연합뉴스

내년 평창서 만날 일본 꼭 이기고 싶다

프로골프 선수들의 드라이버 샷 비거

리 증가 추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

났다

16일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R&A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계 5대 프로골프투어 선수들의 드라

이버샷 비거리는 2003년보다 고작 02

야드증가하는데그쳤다

5대 투어는 미국프로골프(PGA)투

어 PGA투어 2부투어인 웹닷컴투어

시니어투어인 챔피언스투어 유럽프로

골프투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

어등이다

함께 조사한 일본프로골프투어와 유

럽여자프로골프투어 선수들 비거리는

오히려 15%감소했다

2003년 이전에나타난폭발적인드라

이버 샷 비거리 증가 추세가 한풀 꺾인

셈이다

1993년 PGA투어 평균 드라이버 비

거리는 258야드에불과했지만 2013년에

는 2859야드로 늘어났다 무려 27야드

늘어난것이다

하지만 2016년 PGA투어 평균 비거

리는 290야드로 2003년보다 41야드 증

가하는데그쳤다

이렇게비거리증가추세가꺾인것은

USGA와 R&A가장비성능규제에적

극적으로나선결과로보인다

세계골프규칙과장비규격을정하는

USGA와 R&A는클럽과볼성능발달

로 인한 비거리 증대가 골프 경기의 본

질을훼손한다며 1990년대후반부터클

럽과 볼의 반발력을 일정 수준 이상 올

리지못하는규제책을잇달아내놨다

연합뉴스

2017시즌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하는 박성현(24사진)이 16

일하나금융과후원계약을맺는다

향후박성현은모자정면에KEB하나

은행 로고를 부착한다 KEB하나은행

과 박성현의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후

원액수는공개되지않았다 다만골프계

안팎에선 2009년 신지애(28)가 미래에

셋과 계약할 때 받은 연간 10억 원이나

2014년 롯데그룹과 계약한 김효주(21)

의 연봉 13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될

것이라는관측이적지않다

하나금융 측은 박성현의 성장 가능

성과 LPGA투어활약에걸맞은수준의

대우를약속했다고만밝혔다

박성현은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다 이제 성적으

로후원에보답하겠다고말했다

미국에서현지적응훈련과함께쇼트

게임과퍼팅등을가다듬은박성현은다

음주싱가포르에서열리는 HSBC위민

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2017년 시즌을

맞이한다 연합뉴스

답답해진프로골프비거리증가세주춤

LPGA 진출박성현 하나금융후원

한국여자아이스하키대표팀 <대한아이스하키협회페이스북>

장비규제영향

머레이 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

중국과연습경기 30 완승

내일태국과경기 20일 일본전

사상첫승첫 메달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