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5일 월요일 제19902호 ��
스포츠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2015년

성적은?

미국의야구통계전문사이트팬그래

프닷컴은과거기록에가중치를부여해

산출한메이저리그선수들의올시즌예

상성적을 3일(한국시간) 공개했다

류현진은 12승 10패에평균자책점 3

33을 찍을 것이라고 이 사이트는 내다

봤다 31경기에선발로출장해 182이닝

을던져평균자책점 333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6경기에서 152이닝을 던져

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을올린것과

비교하면 출장횟수는 늘어나고 평균자

책점은 소폭 줄어들지만 승수 역시 감

소하리라는분석이다

9이닝당삼진은지난해823개에서 7

91개로감소하고 볼넷은 172개에서 2

22개로늘어날것으로예측됐다

9이닝당피홈런이지난해047개에서

081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리라는

관측이눈길을끈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

예상치는 지난해 35에서 23으로 제법

크게줄었다

평균자책점예상치를낮게잡은것으

로 미루어 보아 투구 내용은 안정적일

것으로예상하면서도각종기록은뒷걸

음질칠것으로전망한점이흥미롭다

팬그래프닷컴은 또 지난 시즌 52승

18패를 합작한 클레이턴 커쇼 잭 그레

인키 류현진 등 다저스의 13선발이

올해 40승 27패에그칠것이라고봤다

지난해 21승 3패 평균자책점 177로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에

성공한 클레이턴 커쇼는 올해 15승 8

패 246이라는 박한 예상치를 받아들

었다 그레인키 역시 지난해 17승 8패

평균자책점 271이라는 빼어난 성적에

도 올해 13승 9패에 302를 기록한다는

전망이나왔다

지난 시즌 부상과 최악의 부진으로

바닥을 쳤던 텍사스 외야수 추신수는

2014년보다 나은 2015년을 맞을 것으

로팬그래프닷컴은내다봤다

추신수의 다음 시즌 예상 성적은 타

율 0264 출루율 0369 장타율 0417

16홈런 62타점 86득점 11도루 등이

다

모두 지난 시즌의타율 0242 출루율

0340 장타율0374 13홈런 40타점 58

득점 3도루등에비해개선된수치다

현지 매체 대부분이 텍사스의 올 시

즌 열쇠로 추신수의 부활을 꼽는다는

점을고려하면텍사스로서는환영할만

한대목이다 연합뉴스

리디아고가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를 평정하고 타이거 우즈의 부진은 계속

될 거라는 용감한 예견((bold predic�

tions)일발표됐다

3일(한국시간) 미국의 골프전문매체

골프닷컴이전문가패널 100명의의견을

취합해 발표한 용감한 예견에 따르면

우즈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48%의지지를받았다

우즈가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예상률은 39%에 그쳤

다 한패널은우즈의우승가능성을낮게

보는이유로 잦은코치교체를들었다

세계 랭킹 1위 남자 골퍼인 로리 매킬

로이(북아일랜드)가 커리어그랜드슬램

을 달성하리라는 전망에 대한 예상률은

27%다 2011년 US오픈 지난해 브리티

시오픈과 PGA챔피언십 등 3번의 메이

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매킬로이는 오는

4월마스터스토너먼트에서우승하면커

리어그랜드슬램을달성하게된다

70% 이상이 매킬로이의 메이저 우승

을 점쳤으나 마스터스 우승에 대한 기대

는그보다낮았다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가 LPGA

투어를 제패할 것이라는 예상은 압도적

인지지(61%)를받았다

한 패널은 스테이시루이스 미셸위

렉시톰프슨도좋은선수지만리디아 고

는 차원이 다르다 그를 보면 1990년대

후반을평정한박세리가생각난다고말

했다

이밖에도올해 45세가되는필미켈슨

(미국)이 올해 은퇴할 것이라는 대담한

전망도 예상률 24%를 기록했다 미국프

로골프(PGA) 투어의 영건 조던 스피스

(미국)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리라는

예상(30%)도나왔다

생애첫메이저대회우승을거머쥐는선

수가등장할것이라는예측은79%의지지

를 받았다 후보로는 세르히오 가르시아

(스페인11%) 패트릭리드(미국9%) 제

이슨데이(호주9%) 리웨스트우드(잉글

랜드6%) 등이거론됐다 연합뉴스

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열린 제28회 북극곰

수영축제에서 수영복 차림의 참가자들이 차가운 겨울바다

에뛰어들고있다이날축제에는3000여명이참가했으며영국BBC방송은세계 10대겨울이색스포츠로선정했다 연합뉴스

올시즌 LPGA 리디아고가평정할것

골프전문가 100명 설문

타이거우즈부진계속

美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 메이저리그올시즌예상

류현진 12승추신수 0264

맨몸으로바다에풍덩해운대북극곰수영축제류현진올시즌예상

방어율 333

31경기선발

추신수올시즌예상

16홈런 62타점

86득점 11도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