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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초이가하산을하고 바람의아들은마이크

를잡는다

김기태 감독이 KIA 타이거즈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하면서앞으로의거취를놓고이름이오르내리

던두사람이있었다 올시즌그라운드에서종적을

감춘최희섭과선택의기로에 섰던 이종범 전 한화

코치 최희섭은 하산을 하고 내달 2일 일본 미야자

키 마무리 캠프로 향한다 이종범 코치는 친정팀에

복귀하는대신해설가로변신해 야구경력을쌓을

전망이다

최희섭은 오는 2일 김기태 감독 새로 합류한 조

계현 수석코치와 마무리 캠프를 떠난다 최희섭이

직접구단에요청해서이뤄진일이다

최희섭은 사실나는전과자다 이번에감독님이

새로오셨고팀이새출발을해야하는만큼나도뭔

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이 중요하다 3

년전에경험했다다시또실수하면내야구는끝나

는 것이다며 캠프를 시작하며 모든 게 시작되는

거다 3년 동안좋은모습보여드리지못했다 못했

던 것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성적으

로보답해드리겠다고언급했다

최희섭이새출발을다짐했지만 2015시즌으로가

는길이평탄하지만은않다반복된실수로인해잃

어버린 신뢰를 쌓고 당당한 경쟁 무대에서 실력

을보여줘야그라운드로돌아갈수있다일단새출

발을위한첫걸음은시작됐다

2012년 그라운드의 전설이 된 이종범 코치의 친

정팀 복귀는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다음 행선지는

중계석이될전망이다

이 코치는한스포츠채널방송국과사실상계약

을 끝낸 상태다 해설가로서의 변신을 준비하기는

했지만방송국측이현장복귀를원할경우전폭적

인지지를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이코치의행

보는유동적이었다

김기태 사단의 합류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이

코치는 아직더배워야할것이많다 넓게보고새

로운경험을쌓겠다 언젠가는돌아갈곳이지만지

금은많은걸보고공부해야하는시기다는입장을

밝히면서현장복귀가다음으로미뤄졌다

산에서 내려온 최희섭과 유니폼 대신 마이크를

선택한 바람의 아들 두 사람의 2015 시즌은 다른

모습 다른방향으로흘러가게됐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미국프로야구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가월드시

리즈에서에이스매디슨범가너의신들린활약을

앞세워통산 8번째우승트로피를들어올렸다

브루스 보치 감독이 이끄는 샌프란시스코는 30

일 미국 캔자스시티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월드시리즈 7차전에서리드를되찾은

5회말부터 등판한 범가너가 마이클 모스의 결승

타점을끝까지지켜 32로승리했다

반면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단판승부)부터 디비전시리즈(5전3승제) 리그 챔

피언십시리즈(7전4승제)까지 8연승으로 통과하

는괴력을발휘하며 29년만에월드시리즈무대를

밟은 기적의 팀 캔자스시티는 가을 타짜 샌프

란시스코의관록을넘지못하고우승문턱에서주

저앉았다

범가너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었다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7이닝 3피안타 1볼넷

1실점으로승리투수가된범가너는 5차전에서는 9

이닝 4피안타 8탈삼진완봉승을기록했다완봉승

이후사흘만인 7차전에서 32로 앞선 5회말에등

판한범가너는 5이닝을 2안타 4탈삼진무실점으로

틀어막고1점차리드를끝까지지켰다 연합뉴스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학과장 안상윤)

김은선(2년)이 2014년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

회 A매치 겨루기 여성시니어부(+73kg)에서 금

메달을목에걸었다

또 A매치 겨루기 남성시니어부(74kg)에서 박

성운(2년)이 은메달 양진우(2년)가 동메달을 A

매치겨루기여성시니어부(57kg)에출전한김선

희(1년)는동메달을수상했다

금메달을 획득한 김은선은 결승전에서 네팔의

조쉬수잔을맞아뒤발찍어차기와뒤차기로 2회

140의 RSC승리를차지했다

임종식 코치의 지도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호

남대 선수단은금1 은1 동 2을획득하는성과를

올렸다

지난 10월 25일부터 3일간 전주 실내 배드민턴

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중국 러시아 캐나

다 등 22개국에서 1500여명의 임원 및 선수단이

참가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하산한최희섭 캠프 합류

이종범코치 해설가변신

호남대태권도경호학과김은선 전주 국제대회서 금빛 발차기

왼쪽부터양진우박성운 김선희 김은선

겨루기女시니어 73이상우승

박성운은양진우동김선희동

샌프란시스코ML 월드시리즈우승

최내년시즌좋은성적내겠다

이 KIA 복귀는다음기회에

캔자스시티와 7차전 32 승

최희섭 이종범

30일샌프란시스코투수범가노가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후트로피를들고환호하고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