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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미

국본토대회가 15일막을올린다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파726679야드)에서개막하는 LPGA 투

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

은 2018시즌 5번째대회다

앞서열린 4개대회는바하마 호주 태국 싱가포

르를 돌며 열렸고 이 대회를 시작으로 7월 말 스코

틀랜드오픈까지본격적인미국투어가진행된다

이번대회에는세계랭킹4위박성현비롯해세계

랭킹 20위이내선수들가운데 12명이출전한다 다

만 1위부터 3위까지인 펑산산(중국) 렉시 톰프슨

(미국) 유소연은이번대회를건너뛰기로했다

지난 시즌 34개 대회에서 15승을 합작한한국선

수들은올해는앞서열린 4개대회에서호주여자오

픈고진영의우승이전부다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하는 박성현은 올해 태국과

싱가포르 대회에 출전해 공동 22위와 공동 24위에

머물렀다 2개대회에서그린적중률 833%로투어

2위에 올랐으나 라운드 당 퍼트 수는 311개로 116

위에그친것이상위권진입에걸림돌이됐다

세계 랭킹 8위 전인지도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을

기대할만하다 전인지는지난해이대회에안나노

르드크비스트(스웨덴)에게 2타 뒤진공동 2위를차

지했다

2015년과 2016년 이 대회에서우승한김효주 김

세영은패권탈환에도전한다

상금 올해의 선수 신인상 부문 선두를 질주하는

슈퍼루키 고진영은4개대회연속톱10 진입을노린

다데뷔전인호주여자오픈에서우승한고진영은이후

혼다타일랜드공동7위 HSBC 월드챔피언십공동6

위등출전하는대회마다상위권에이름을올렸다

이달 초 끝난 HSBC 월드챔피언십 공동 31위로

이번시즌문을연 골프 여제 박인비도 이번 대회

에 출전하고 배선우는 스폰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온다 HSBC 월드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미셸 위의 상승세가 지속할지 여부도 이번

대회관전포인트가운데하나다 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전문가가 타이거 우즈

(미국)를오는 16일(이하한국시간) 개막하는 PGA

투어아놀드파머인비테이셔널우승후보 1순위로

꼽았다

PGA투어 홈페이지 PGA투어닷컴은 13일 아놀

드 파머인비테이셔널우승후보 15명을 선정해발

표하면서맨윗줄에우즈를올려놨다

PGA투어닷컴은 매 대회를 앞두고 전문 분석가

롭볼턴이작성하는우승후보순위를게재한다 볼

턴은대회사흘전에우승후보이틀전에는복병으

로꼽는선수를선정한다

볼턴은 우즈가 12일 끝난 발스파 챔피언십에서

견고한 샷을 과시했고 퍼트도 충분히 좋았다면서

우승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볼턴은 세

계랭킹 5위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세계랭킹 10

위이자 2016년이대회우승자제이슨데이(호주)보

다우즈의우승확률을더높게봤다로즈와데이는

각각 2 3위로평가했다

스포츠베팅업체래드브록스와윌리엄힐등은우

승배당률에서우즈를61로책정 121의제이슨데

이(호주) 141의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를 앞서 가

장우승가능성이크다고전망하고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한국테니스의간판정현(26위)이 미국캘리포니아주인디언웰스

에서열린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단식 3회전에서체코의토

마시베르디흐에게강력한서브를넣고있다 연합뉴스

정현 세계 15위 격파 16강 진출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6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

(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797만2535 달러) 16강에진출

했다 정현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대회 8일째단식 3회전에서토마시베르디흐(15위체코)를 20

(64 64)으로제압했다

이날 정현이 꺾은 베르디흐는 2015년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랐던

선수로투어대회단식에서통산 13차례우승한경력이있다

정현은이대회전까지베르디흐와두차례만나모두 02로졌으

나세번째맞대결에서 1시간 23분만에통쾌한설욕전을펼쳤다

정현의 16강 상대는 파블로 쿠에바스(34위우루과이)로 정해졌

다 올해 32세인 쿠에바스는 2016년 세계 랭킹 19위까지 올랐던 선

수로정현과는이번이첫대결이다

정현이쿠에바스를꺾고이대회톱시드인로저페더러(1위스위

스)가제러미샤르디(100위프랑스)를물리치면둘은준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정현은올해 1월호주오픈 4강에서페더러와처음만났으

나 2세트도중발바닥물집으로인해기권했다

이대회 16강에오른정현은상금 8만8135 달러(약 9400만원)와랭

킹포인트 90점을확보했다

정현은 1세트게임스코어 31로앞서다가이후내리 3게임을허용

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게임스코어 34로 뒤집힌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는040으로몰리면서 1세트를내줄위기였다하지만정현

은이때부터착실히포인트를따내자신의서브게임을지켰고 이후

오히려두게임을더연달아따내며경기주도권을놓치지않았다

53으로달아날기회를놓친베르디흐는 44에서맞선자신의서브

게임에서심판에게강력히항의하는등평정심을잃은모습이었다

기세가 오른 정현은 2세트에서도 게임스코어 11에서 상대 서브

게임을또브레이크하며승기를틀어쥐었다 정현은이날첫서브가

시속 200를기록하며 188에그친베르디흐보다더빨랐다 세컨

드서브도시속 1577로 1465의베르디흐를앞섰다 연합뉴스

태극낭자들 LPGA 시즌첫미국대회우승노린다

15일 개막박성현전인지등출전

PGA투어닷컴 아놀드파머대회우승후보 1순위는우즈

BNP 파리바오픈테니스베르디흐에 20 승

16강전 승리땐 8강서페더러만날가능성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