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박성현

(26)이 3년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대회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성현은 10일 경기도 여주의 블루

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

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라운드에

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혜진(20), 류

현지(21)와 공동 선두에 올랐다.

2017년부터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박성현은 지난 2016년 한화 클래식

이후 국내대회 우승이 없다.

올해 만료되는 KLPGA 투어 시

드를 연장하려면 우승이 필요하다

는 농담을 던질만큼 강렬한 우승 의

욕을 숨기지 않았던 박성현으로서는

성공적인 1라운드 경기였다.

긴 전장에 깊은 러프와 좁은 페어

웨이로 무장한 난도 높은 코스였지

만 박성현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코스 공략에 나섰다. 샷 정확도는 썩

높지 않았지만 26개의 퍼트로 18홀

을 마칠 만큼 퍼트 감각이 빼어났다.

1, 2번 홀 연속 버디에 이어 4, 5번

홀에서도 내리 버디를 뽑아내며 리

더보드 상단을 꿰찬 박성현은 7번 홀

(파5)에서 1.5ｍ 파 퍼트를 놓쳤지

만 8, 9번 홀에서 또한 번 연속 버디

를 잡아내며 만회했다.

후반은 아쉬웠다. 버디를 보태지

못했고 위기가 더 많았다.

17번 홀(파4)에서 티샷이 벙커에

빠져 페어웨이로 꺼내는 데 급급했

지만 세 번째 샷으로 홀 3ｍ에 붙여

파를 지켰고 18번 홀(파5)에서는 30

ｍ 먼 거리 퍼트를 홀에 딱 붙였다.

박성현은 전체적으로 샷이나 퍼트

모두 좋았다. 전반보다 후반에 좀 흔

들렸지만, 위기를 잘 넘겼기에 내일은

더 좋은 경기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블루헤런 골프클럽 페어웨이 양쪽

의 키 큰 소나무도 박성현을 도왔다.

6번 홀(파4)에서 드라이버로 티샷

한 볼이 왼쪽으로 크게 휘어졌지만,

소나무를 맞고 카트 도로에 떨어졌

다. 소나무에 맞고 튀어 나오지 않았

다면 분실구가 되거나 몹시 어려운

지점으로 갈 볼이었다. 15번 홀(파4)

에서도 티샷에 심한 훅이 걸렸으나

역시 소나무를 맞고 볼이 살았다. 박

성현은 6번, 15번 홀을 파로 막았다.

박성현과 동반 플레이를 치른 최

혜진(20)도 국내 1인자다운 플레이

로 박성현과 공동 선두에 올랐다.

최혜진은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골라내는 깔끔한 경기를 펼쳤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은 1언더

파 71타로 무난한 첫날을 보냈다.

고진영은 버디 찬스가 많지 않았

는데 언더파 스코어로 마쳐 다행 이

라면서 코치의 처방을 받아 퍼트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고치고 있어 점점

나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도선수단이 10일 막을 내린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에서 목표보다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결실을 맺었

다. 대회 마지막날 제주는 대학부 축

구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거머쥐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주경기장에

서 열린 남자대학부 축구 결승전에

서 제주국제대는 인천대를 1-0으로

꺾었다. 탄탄한 수비가 빛난 경기였

다. 전반 44분 인천대 표건희의 자책

골로 1점을 먼저 기록한 국제대는 후

반전까지 수비력을 발휘하며 상대팀

에게 골 기회를 내주지 않았다. 인천

대의 계속된 공격에도 국제대의 골

망을 흔들기엔 역부족이었다. 국제대

의 빠른 역습이 더 인상적이었다.

제주는 국제대의 승리로 전국체전

대학부 축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

국을 제패하게 됐다. 제주가 이전까

지 거둔 가장 높은 성적은 2003년 제

주한라대가 수확한 동메달이었다.

제주국제대에도 올해 체전은 뜻깊

다. 지난해까지 최고 성적이 8강에

머물렀지만 올해 체전 16강전에서

후반 극적 동점골로 위기를 넘기고

결국엔 승리까지 거뒀다. 2013년과

2016년에 치러진 같은 대회 16강전

에서 인천대에 무릎을 꿇었던 국제

대가 올해 대회를 통해 제대로 설욕

한 셈이다.

제주선수단은 전국체전 마지막날

집중력을 발휘하며 수영 여자일반부

와 자전거 여자고등부, 레슬링 남자

일반부에서 동메달 3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제주는 지난 4일부터 7일간

열린 올해 체전에서 메달 총 84개(금

30개 은 17개 동 37개)를 따내며 목

표(65개 이상)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로 100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

의 종합 우승은 개최지인 서울이 차지

했다. 서울은 종합점수 7만3331점을

획득하며 6만4051점을 얻은 경기도를

따돌렸다. 서울이 종합 우승을 한 건

1995년 경북 대회 이후 24년 만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금메달(1개) ▷축구=남대부 단체

전 제주국제대 ▶동메달(3개) ▷수

영=여일부 개인혼영400m 이희은(제

주시청, 4분49초35) ▷자전거=여고

부 개인도로 양가은(영주고1, 2시간

16분55초) ▷레슬링=남일부 F형 57

㎏ 송현식(제주도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019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

서 탈락하면서 류현진(32)은 공식적

으로 자유계약(FA)선수가 됐다.

이제 류현진은 FA 시장에서 자신

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2013년 메이

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이다.

현지 반응은 엇갈린다. 일명 FA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 는 의견과

성적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을 것

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후자의 주장을 주장하는 쪽은 류

현진의 내구성 문제를 꼬집는다.

류현진은 동산고 재학 시절 팔꿈

치 인대 접합 수술, 메이저리그에 진

출한 뒤에는 어깨 수술을 받는 등 수

술 이력이 많다. 이 밖에도 어깨 염

증, 엉덩이 염좌, 팔꿈치 염증, 사타

구니 근육 손상 등 매년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생했다.

그러나 류현진 측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올해 류현진의 몸

관리를 전담한 김용일 트레이너는 최

근 류현진은 올 시즌 성적과 등판

모습으로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

명했다 며 건강 문제를 아직도 들먹

이는 건 류현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는 것일 뿐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류현진은 2016년 이후 한

번도 어깨 혹은 팔꿈치 통증을 호소

한 적이 없다.

류현진이 높은 대우를 받을 것이

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류현진의

성적과 올해 FA시장 움직임을 근거

로 삼는다.

류현진은 올 시즌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의 최고 성적을 올렸다.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

했고, 소화한 이닝도 182⅔이닝으로

나쁘지 않다.

FA시장도 차갑게 얼어붙진 않을

전망이다. 내년 1, 2선발급 우수한

투수가 필요한 구단이 적지 않다.

빅마켓인 뉴욕 양키스를 비롯해

추신수의 소속 팀 텍사스 레인저스,

로스앤젤레스를 홈으로 쓰는 로스앤

젤레스 에인절스 등이 지갑을 열 가

능성이 크다. 현 소속팀 다저스도 월

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고 류현진의 티켓 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에 재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1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전국체전 대학축구 사상 첫 금메달

10일 경기 여주 블루헤런CC에서 열린 제20

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박성현

이 4번홀 아이언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국제대 선수단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주경기장서 열린 전국체전 남자대학부 축구 결승전
에서 인천대를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국제대 제공

2019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팀이 탈락하며 공식적으로 자유계약(FA)선수

가 된 류현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