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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가

부활샷을날리자 호랑이사냥꾼으로

유명했던 양용은(45사진)도 일본에서

재기에청신호를켰다

양용은은 지난 5일 일본 이바라키현

나미가타시 센트럴 골프클럽 서코스(파

727165야드)에서 끝난 2018시즌 일본

프로골프 투어(JGTO) 퀄리파잉 토너

먼트에서 최종합계 23언더파 409타로 1

위를차지했다

퀄리파잉스쿨을 수석으로 합격한 양

용은은이로써 2018시즌 JGTO에서 활

약하게 됐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JGTO에서 4승을 수확한 양용은은 12

년만에다시일본무대에복귀한다

2009년 PGA 챔피언십최종라운드에

서우즈에게역전승을거둔양용은은아

시아남자선수로는유일하게메이저대

회를 제패한 주인공이다 또 2006년 유

럽투어 HSBC 챔피언스에서 당시 스트

로크 플레이 대회 7연승에 도전했던 우

즈를따돌리고우승한경력도있어양용

은은 우즈의천적으로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0년한국오픈이후우승소

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양용은은최근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에

서 시드를 잃

고 유럽에 진

출했으나유럽

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공교

롭게도우즈가 10개월공백을딛고최근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공동 9위라는

좋은성적을낸시기에양용은도 JGTO

수석 합격으로 일단 반전의 계기를 마

련했다

양용은은 6일 정규투어는아니지만

오랜만에 1위라 새로운 자극제가 되는

것같다며 다음해에도시드를유지할

수있는 65위권안에드는것이 1차목표

고 그다음은 역시 우승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40대 중반 나

이선수들이별로없는데미국이나일본

은꽤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을 보면서 희망으로 삼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불과하다는점을 보여드리는것

도 있지만 저도 직접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남녀 축구대표팀이 2017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옛동아시

안컵) 참가를 위해 5일 일본에 입성하면서

이 대회에서 2년 만에 펼치는 태극전사들

의남북대결결과에관심이쏠리고있다

이번 대회에는한국과북한 일본 중국

등 4개국이 참가해 남녀부 우승팀을 가리

는가운데한국남녀대표팀나란히 2차전

에서 북한과 맞대결에 나선다 신태용 감

독이이끄는남자대표팀은 12일오후 4시

30분 윤덕여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

팀은 하루 앞선 11일 오후 4시 10분 북한

을맞닥뜨린다

신태용호와 윤덕여호는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내파 중

심으로남북대결을치러야한다

남녀 대표팀 모두 E1 챔피언십의 전신

인 동아시안컵에서 북한과 대결이 팽팽했

다 남자대표팀은역대A매치상대전적에

서는 6승 8무 1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동

아시안컵남북대결에서는세번싸워모두

무승부를기록했을정도로접전을펼쳤다

첫 대결이었던 2005년 전주 대회 때 득

점없이비겼고 2008년 중국충칭대회에

서는염기훈(수원)이 한골을넣었지만 1

1로승부를가리지못했다 마지막으로맞

붙었던 2015년 중국 우한 대회 때도 00

무승부를기록했다

디펜딩 챔피언 한국은 2015년 대회 우

승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리고 북한은

노르웨이출신의예른안데르센감독의지

휘아래첫우승을기대하고있다 신태용

호의 이번 남북대결은 한국이 2015년 8월

우한대회이후 2년 4개월 만에북한과벌

이는리턴매치다

여자 대표팀간남북대결에선북한이한

국을압도했다북한은역대A매치상대전

적에서 14승 3무 1패로 18차례의대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을 허용했다 동아시안

컵에서도북한이 3승 1패로앞서있다

한국은 2005년전주대회때 10으로이

겼지만 2008년 충칭 대회에서 04 패배

2013년 서울 대회에서 12 패배 2015년

우한대회에서02 패배를당했다

북한은 2013년대회와 2015년대회에서

2연패를 이뤘고 이번 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을달성할기세다

윤덕여호는 그러나 지난 4월 평양 원

정으로치러진아시안컵예선최종전에서

는 북한과 11로 비기면서 북한을 제치고

본선행티켓을따내는쾌거를이뤘다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일본

에서북한을마주한신태용호와윤덕여호

가어떤남북대결성적표를받아들지주목

된다 연합뉴스

양용은일본서재기청신호큐스쿨 1위

2018 시즌 JGTO 활약

40대 중반반전보여줄것

일본에서열리는2017 동아시안컵(EAFF E1 풋볼챔피언십)에출전하는남자축구국가대표팀이6일오후출국을위해부산김해국

제공항에모인뒤단체사진을촬영하고있다 연합뉴스

남자축구2년만의남북대결이번엔北깬다

동아시안컵역대전적 3전3무

여자는 1승후 3연패설욕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