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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골프 세계 랭킹 1 2위인 유소

연과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

에서 1 2라운드 동반플레이를 벌인

다

미국골프협회(USGA)가 9일 발표

한 이번 대회 조 편성표를 보면 유소

연과 쭈타누깐은 아마추어 선수인 리

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와 함께 1 2

라운드를치르게됐다

3 4라운드는 2라운드까지 성적에

따라동반플레이어가새로정해진다

쭈타누깐은 지난달 미국여자프로

골프(LPGA) 투어 매뉴라이프 클래

식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

랐으나불과 2주만에유소연에게 1위

자리를내줬다

올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였던

ANA인스퍼레이션을제패한유소연

은 지난달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세계

1위가 됐고 KPMG 여자 PGA 챔피

언십에서는공동 14위에올랐다

올해US여자오픈은13일부터나흘간

미국뉴저지주베드민스터의트럼프내

셔널골프클럽에서열린다 연합뉴스

여자골프세계 12위

유소연쭈타누깐

US오픈동반플레이

박보미 데뷔 첫 우승이민영 日서 시즌 2승

박보미(23)가금호타이어여자오픈골프대회(총상금5억원)에

서프로데뷔후첫우승을일궈냈다

박보미는 9일중국산둥성웨이하이의웨이하이포인트(파72

6천126야드)에서 열린대회마지막날 3라운드에서버디 5개와

보기 3개를묶어 2언더파 70타를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를 기록한 박보미는 이지후(24)와 함

께 연장에 돌입 18번 홀(파4)에서 치른 연장 첫 번째홀에서파

를 지켜 보기를 적어낸 이지후를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원의

주인공이됐다

박보미는마지막 18번홀에서약 6m 거리의버디퍼트를극적

으로성공하며연장승부를끌어냈다

먼저 6언더파로 경기를 마치고 기다리던 이지후는 연장전이

열린 18번홀두번째샷을그린사이드벙커로보내면서역시생

애첫우승의희망을날리고말았다

박보미는약 8m 거리의버디퍼트는빗나갔지만남은파퍼트

에침착하게성공하며우승을확정했다

2012년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입회한박보미는 2014

년부터본격적으로 정규투어에서활약한선수다

그러나우승은물론 10위내에든적이한번도없을정도로성

적이신통치 않았다 이대회전까지자신의최고성적은2015년

5월교촌허니레이디스오픈공동14위였다 2014년상금순위84

위 2015년 82위 2016년 89위로 매번다음시즌출전자격을얻

지못해해마다시드전을치러야했던박보미는이번대회우승으

로2018년출전자격은걱정할필요가없게됐다 연합뉴스박보미

이민영(25)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닛폰햄 레이

디스클래식(총상금 1억엔) 우승을차지했다

이민영은 9일 일본 홋카이도 호쿠토시 암빅스 하코다테 클럽

(파726천36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버디만 5개를골라내 5언더파 67타를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197타의 성적을 낸 이민영은 2위 김하늘

(29)을 6타차이로 따돌리고정상에올랐다

올해 JLPGA 투어에 진출한 이민영은 4월 야마하 레이디스

오픈이후 3개월만에시즌 2승째를거뒀다 우승상금은 1천800

만엔(약 1억8천만원)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

지통산4승을거둔 이민영은2015년 3월신장암수술을받고필

드에복귀한사연으로도잘알려진선수다

암 수술을받은뒤 첫 우승을지난해 7월 KLPGA 투어 금호

타이어 여자오픈에서 일궈냈고 올해 일본에서도 2승을 거두며

완벽한 부활을선언했다

이민영은 일본 첫 우승도 생각보다 빨리 나왔는데 2승도 빨

리달성해또 놀랐다며 겸손한자세로항상노력하겠다고소

감을밝혔다 13일개막하는US오픈에출전하는이민영은 10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국내 대회로는 8월 말 한화

클래식에나와한국팬들과도만난다

한국 선수들은올해 JLPGA 투어 18개 대회에서 8승을 거뒀

다김하늘이혼자 3승을거뒀고 이민영이 2승안선주(30)와전

미정(35)강수연(41)이각각 1승씩올렸다 연합뉴스 이민영

금호타이어오픈연장서이지후따돌려 닛폰햄클래식 19언더파로정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