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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에서강했던호랑이의승수쌓기다

7위에 머물고있는 KIA 타이거즈가원

정길에 나선다 주중 대구로 가서 선두 삼

성을상대하는KIA는주말잠실로가LG

를만나게된다

선두삼성과최하위 LG 극과극의두

팀이지만 KIA 앞에는 강팀이다 삼성과

의 시즌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

두기는 했지만 이후 4연패다 쌍둥이앞에

서도 약한 호랑이었다 LG의 시즌 첫 위

닝시리즈희생양이됐었던KIA는양상문

체제로바뀐 LG와의 첫 승부에서도 1승2

패를거두는데그쳤다

어려운상대들을만나러가는길이지만

KIA에게는믿고싶은구석이있다

원정길에서강했던호랑이 특히원정에

서강했던홀튼이두경기를책임진다

올 시즌 KIA의 홈승률은 0346(9승17

패)에 불과하지만 원정에서는 0522(12승

11패)를 기록했다 앞선 두산NC와의 홈

6연전에서도 2% 부족했던 승부로 2승을

챙기는데 그치며 홈 징크스 탈출에 실패

했다 그나마 2승도에이스양현종이고군

분투하며올린것이다

홀튼이 원정강세 잇기에나선다 홀튼

은 3일삼성전에이어 8일 LG와의경기까

지두경기를책임진다 올시즌홀튼이거

둔 4승은모두원정길에서챙겼다 홀튼은

원정5경기에서332이닝을책임지며4승1

패를거뒀다 평균자책점은 160으로묶어

두었다

반면홈에서는아직승이없다 5경기에

서 262이닝을 던지는 동안 3개의 피홈런

을얻어맞는등 540의평균자책점을기록

하고있다 최근홈두경기에서 6이닝 1실

점 7이닝 2실점을하고도 1패만기록하는

등운도따르지않았다

KIA의 시즌 첫 승이자 삼성전 유일한

승리를 책임졌던 홀튼의 5승 도전 패기

의 야수진과 베테랑 불펜진이 힘을 보탠

다

올시즌야수진의부상릴레이가계속되

고있지만 그때마다 깜짝 스타가 탄생하

고 있다 김민우이종환강한울김다원

등이주전들을위협하며안정적인타선을

구축하고있다

허약한 불펜에는 경험이 더해졌다 지

난 28일두산전을통해타이거즈맨으로재

탄생한김병현이 NC와의두번째등판에

서는 가능성을 던졌다 1일 정식 선수가

된 최영필도 첫 등판에서 11이닝을 무결

점으로막으며값진홀드로팀의 1점차승

리를지켰다

에이스의책임감과야수진의패기그리

고 불펜의 경험으로 4연패에서 탈출한

KIA가 기분 좋은 원정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주중 삼성주말 LG 강적 만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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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아마추어 레

이싱 대회 2014 엑스타 슈퍼챌린지 제

2전이 지난 1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열렸다

이 경기는 전체 8개 클래스에 현대

기아차를 비롯 BMW 포르쉐 MINI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차량

총 110대가 출전했으며 참가자들은 타

임트라이얼(시간겨루기) 타깃트라이

얼(목표시간겨루기) 스프린트(순위겨

루기)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

안 갈고 닦은 레이싱 실력을 맘껏 겨뤘

다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슈퍼레이

스가주관하는이대회는아마추어레이

서가 자가 차량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한

국자동차경주협회(KARA) 공인 대회

로 지난 3월 개막전에 이은 2번째 경기

로 치러졌다 이 대회는 올해 11월까지

영암과 태백 레이싱파크에서 총 7번이

치러지며마지막경기를포함 6번의 경

기가 영암 서킷에서 펼쳐져 지역민들이

모터스포츠를가까이서즐길수있는좋

은기회가되고있다

나태현 금호타이어 문화홍보팀장은

엑스타슈퍼챌린지를통해아마추어와

가족들이함께즐길수있는모터스포츠

문화가정착되고있어기쁘다며 금호

타이어는앞으로더욱활발한참여와후

원을통해국내모터스포츠문화발전에

힘을보태겠다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프로야구중간순위

팀 경기수 승 승률

1 삼성 45 30 0.682

2 NC 50 30 0.600

9 LG 49 17 0.354

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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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IA 49 21 0.42928 0 115

6 SK 50 23 0.46027 0 100

5 롯데 48 23 0.48924 1 85

4 넥센 49 27 0.55122 0 55

3 두산 49 28 0.57121 0 45

8 한화 47 17 0.37029 1 140

(6월 2일현재)삼성에 4연패감독바뀐 LG에 2승4패 열세

원정 승부강한홀튼출격김병현최영필기대

지난 1일영암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열린 2014 엑스타슈퍼챌린지제2전에

서출전차량들이경합을펼치고있다 금호타이어제공

엑스타슈퍼챌린지다시시동

제2전영암서110대 출전

올 11월까지 7차례 개최

2014 고교야구주말리그후반기일정이

시작됐다

전라권 전반기우승팀광주일고는지난

311일 무등경기장에서열린후반기리그

1주차 경기에서 순천 효천고와 전주고를

제압하고 2연승을달렸다

광주일고는 효천고를 50으로 꺾은 뒤

전주고를 상대로 5회 212 콜드승을 거뒀

다광주일고한두솔은효천고와의경기에

서 8이닝 3피안타 3사사구 9탈삼진무실점

의호투로팀에첫승을안겼다

진흥고 전적은 1승1패가 됐다 화순고

에게 67 1점차 패배를 기록했던 진흥고

는 1일 동성고와의 경기에서는 10회 승부

치기까지가는접전끝에 65역전승을이

뤘다화순고주상혁은진흥고와의경기에

서좌측담장넘기는솔로포를터트리며팀

의후반기첫승을장식했다 정읍인상고

와 전주고는 1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효

천고는 2연패에 빠졌다 한편 전라권 2주

차 경기는 오는 7일 군산월명야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wool@

광주 FC의 2014시즌이 험난하다 더딘

걸음의정규리그와산넘어산의 FA컵일

정이다

갈길바쁜광주는지난1일충주와의원

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정

징크스를깨는데실패했다

올 시즌 원정전적은 2무3패가 됐고 순

위는 8위로한계단내려앉았다

8위 광주와 2위 고양과 승점 3점 차 압

도적으로 1위질주를하고있는대전을제

외하고 210위 팀들의 치열한 접전이 전

개되고있는만큼최근원정 3경기가아쉽

다

광주는 앞선 원정 3경기에서 모두 선제

골을 넣었지만 승점은 1점씩 밖에 챙겨오

지못했다

FA컵일정도 산넘어산이다 광주는 2

일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2014 하나은행

FA컵 4라운드(16강) 조추첨 결과 클래식

리그의 성남 FC를 만나게 됐다 경기는 7

월16일오후 7시성남탄천운동장에서열

린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고교야구주말리그후반기돌입

광주일고 2연승

FA컵 성남 만난광주FC 산 넘어 산

챌린지충주와 11 무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