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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2015 FA 승인

선수를 공시했다 총 19명이 FA 신청을 하고

KBO로부터승인을받았다 종전최다 FA 신청자

17명(2012년)을뛰어넘은역대최다신청자다 19

란숫자는더큰의미가있다

야구규약은 FA 신청자가 19명일 경우 구단

별로 외부 FA 영입 1명 1018명이면 2명 19

27명이면 3명 28명이 이상이면 4명을 영입할 수

있다고명시했다

사상 최초로 FA 시장에서 구단별로 외부 FA 3

명을영입할수있다는의미다 FA자격을얻은 21

명 중입대를앞둔두산베어스내야수이원석(28)

과 SK 와이번스 내야수 박진만(38) 등 두 명이 권

리행사를포기했다

사상최초로 3명의외부FA를영입하는팀이나

온다면 내년 시즌 프로야구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있다 이번FA시장에는팀전력상승을이끌만

한 양질의 FA 선수가많다 SK 와이번스내야수

최정(27)은 강민호(롯데)의 역대 최고 금액(4년 75

억원) 경신은 물론 최초의 100억원대 계약을 이

끌가능성이크다

삼성 라이온즈 오른손 에이스 윤성환(33) 불펜

의 핵 안지만(31)은 각각 FA 투수 최고액(장원삼

4년 60억원)과 불펜 투수 최고액(정대현 4년 36억

원)을넘어선초대형계약을예고했다

롯데자이언츠왼손선발장원준(29)도이번 FA

시장에서 주목받는투수다 공수를 겸비한외야수

김강민(SK) 한때국내최고오른손투수라는평가

를 받은 송은범(KIA 타이거즈)도 FA 시장을 달

굴주인공으로꼽히고있다 연합뉴스

FA 100억 잭팟터지나

2015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일

정이발표됐다

LPGA투어사무국은19일(한국시간)올해마

지막 대회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열리는

미국플로리다주네이플스에서 2015시즌일정을

발표했다

2015시즌 개막전은 1월28일부터 미국 플로리

다주에서 나흘간 열리는 신설 대회 코츠 챔피언

십이고 11월22일 역시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

스에서 열리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으로 막

을내리게된다

올해와 비교해 대회가 1개 늘어나 총 33개 대

회가 열리고 총상금 역시 올해 5755만 달러에서

6160만달러(약 677억원)로증가했다

메이저대회는올해와마찬가지로 5개 대회가

열린다 이 가운데 올

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라는 이름

으로 열린 시즌 첫 메

이저대회는 2015년에

는 전일본공수(ANA)

가 새로운 타이틀 스

폰서를 맡아 대회 이

름이 ANA 인스퍼레

이션으로변경됐다

또 올해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으로열린대회는 KPMG 여자

PGA챔피언십으로 명칭이 달라졌다 국내에서

열리는하나외환챔피언십은 10월15일 개막예

정이다 연합뉴스

33개 대회총상금 677억원

2015 LPGA 투어일정발표개막전은 1월 28일

호랑이 조련사로 변신한 KIA 김기태 감독이

선수들에게질문을던졌다

KIA의 마무리 캠프가 꾸려진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 외야 펜스 양 옆에는

나는오늘팀과나를위해무엇을어떻게할것인

가라고쓰인현수막이걸려있다

김기태 감독이 직접 작성한 문구다 이는 선수

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주문이다 이 질문의 답

은 진짜 야구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야구를

하라 100%로하라며질문에대한힌트를줬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 대해 선수들은 힘들다고

입을모은다 러닝과웨이트 타격훈련까지순간

순간강도높게훈련이진행되고있다 19일 타격

훈련이 이뤄진 본구장은 물론 투수들이 몸을 만

들고있던실내연습장곳곳에서는비명소리가났

다

하지만선수들은끙끙앓는소리를내면서도마

지막까지정해진훈련량을소화하느라굵은땀을

흘렸다 힘들다힘들다고 내뱉으면서도멈출수

없는 움직임 마무리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은 눈

앞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버텨내고있다

야수진 고참인 김다원은 감독님께서 야구를

100%로하라고말씀하셨다 정말훈련이힘들다

하지만 100%가 아니라 120%로 하고 있다고 웃

었다

김 감독의 스스로 야구 조련은 여기에서 그치

지않는다

3루덕아웃옆에는게시판이마련되어있다매

일야수조와투수조로나눠세세한훈련로테이션

이 공지되는 공간인데 이곳에 자아발전이라는

스케줄표가하나추가됐다

정해진훈련스케줄이끝나면선수들은자아발

전 시간을 갖는다 하루 훈련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스스로고민하고어떤부분에대한훈련을

할것인지를적는표다

이날 최희섭은 스윙이 부족했다며 자아발전

시간을가졌다

악소리가 나는 훈련 시간이지만 코칭스태프는

더 크게 악을 지르면서 해라 목이 아직 덜 트였

다고큰목소리를내며선수들을독려하고있다

힘들지만 재미있게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캠

프를뜨겁게움직이게하는김감독의비법이다

이대진 투수 코치는 끌려가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하고싶은것 부족한것을채우는훈련이

이뤄지고있다 그날그날훈련이잘안됐을때는

왜안됐는지하는생각을하고잘됐을때는그것

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되고있지만짧고굵게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캠프분위기를전했다

체력과의싸움을주문한김감독이지만얼마전

선수들에게깜짝휴식을선물했다 선수들에게는

호흡을 가다듬은 천금 같은 휴식이자 더 잘해야

한다는마음을동시에준 당근과채찍이었다

김다원은 생각지도못했는데휴식이주어져서

깜짝놀랐다 편하게쉬기는했지만그만큼더잘

해야한다는부담감이들기도했다고설명했다

선수들에게 질문을 던진 김 감독 기회 앞에서

선수들이그질문에답을써가고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KIA 야수들이일본미야자키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주루훈련을하고있다경기장외야에는 나는오늘팀과나를위해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라고써진현수막이걸려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김기태감독 호랑이야구를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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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웨이트타격등강도높은훈련

만족할때까지스스로야구주문

선수들 답 찾아가며팀분위기쇄신

19명 신청프로야구역대최대구단별 3명 영입가능

박인비

FA최대어로꼽히는SK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