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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전남대 운동장에 출몰

하고있다 스파이크대신운동화를신은이들의훈

련장소는그라운드가아닌트랙이다

KIA 선수들의 2015시즌 첫 일정은 12일 예정된

체력테스트다 오는 16일 스프링캠프 출발에 앞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다

체지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에 윗몸일으키기

유연성테스트 러닝등의항목이추가됐다 선수들

이가장걱정하는것은러닝이다

400m를 10바퀴 돌아야 하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주어지는시간이다르다 20대 초반 19분을 시작으

로 30대 이상선수들은 23분 안에결승선을통과해

야한다 계산으로는쉽지만막상트랙에올라본선

수들은쉽지않다고고개를젓는다

새 사령탑과함께하는첫시즌을기분좋게시작

하기위해선수들이트랙위로속속모이고있다

선수들사이에서는오전챔피언스필드에서기본

적인웨이트를소화한뒤오후전대로이동하는훈

련코스가인기다 정해진시간은없이삼삼오오뜻

맞는 선수들끼리 트랙으로 이동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대 트랙에는 KIA 선수들

의릴레이질주가펼쳐지고있다

8일 오후 투수 임준혁이 김준박성호와 먼저 스

타트를끊었다 김준이 시간안에러닝을끝냈지만

최고참임준혁은 쉽지않다는말과함께한참휴

식을취해야했다

달리기가끝난후에는NC로이적한김성계까지가

세해캐치볼을하며스프링캠프준비에열을냈다

이들의 훈련이 끝나가자 고영창임기준 이종사

촌의질주가펼쳐졌다 형고영창이넉넉하게 17분

에 질주를 끝냈지만 동생 임기준은 죽겠다는 말

을쏟아내느라바빴다

챔피언스필드에서함께타격훈련을했던나지완

과윤완주도이내호흡을맞췄고 야수고참최희섭

과 박기남도달리기 파트너가 됐다 이들의 질주가

마무리된 뒤에는 심동섭이 광주일고 후배 백세웅

과 출발선에 서는 등 호랑이 군단의 릴레이는 한

동안계속됐다

전날에도 이범호 등 고참급 선수들이 대거 트랙

을다녀갔었다

이범호는 어제 러닝을 뛰러 갔는데 누가 말도

안했는데선수들이다모여있었다 다들캠프는가

고싶은가보다고웃으며 주축선수들이많이빠

지기는 했지만 선수들의 하려는 의지가 어느 해보

다 많이 보인다 러닝을 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다

강팀들도슬럼프가찾아오게마련인데지금자세로

틈을 노리면서 긍정적으로 필사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결과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코리언 몬스터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

저스)이 10일 출국해 본격적인 2015시즌을 준

비한다

류현진 국내 매니지먼트사 에이스펙코퍼레

이션은 8일 류현진이 10일미국로스앤젤레스

로출국할계획이라고전했다

류현진은지난해 10월 14일귀국해 3개월동

안 국내에서 자선행사와 방송 출연 등을 소화

하며 틈나는 대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가볍

게체력훈련을했다

류현진은1월말까지로스앤젤레스에있는보

라스 코퍼레이션 훈련장 BSTI에서 훈련한 뒤

다저스의애리조나캠프에합류할예정이다

다저스는 2월 20일 투수와 포수를소집하고

다음날(2월 21일) 첫훈련을한다 야수들은 26

일에 훈련장으로 모인다 류현진은 한 달 정도

빨리애리조나로건너가개인훈련을한다

연합뉴스

류현진내일LA로출국타이거즈  전남대운동장에자주뜨는까닭은?

KIA 투수심동섭(왼쪽)과내야수백세웅이8일전남대운동장에서러닝을하고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체력테스트합격해야스프링캠프참가

4000달리기부담느낀선수들

삼삼오오모여연습구슬땀

스프링캠프시작전몸만들기

두 세기 전의 야구 카드가 11억원의 가치를

지닌것으로평가됐다

8일(한국시간) 미국 폭스스포츠에따르면뉴

욕에 거주하는 레일라 던바라는 여성은 최근

골동품의가치를측정하는한 TV 쇼에출연했

다

그는 고조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1871

1872년보스턴레드스타킹스팀의카드뭉치를

들고나왔다

TV출연진은이카드들을검토한결과그가

치가 최소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를했다

야구카드 수집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오래

된 야구카드가 거액에 팔리거나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경우가드물지않다 연합뉴스

억소리 나는 야구카드

미국서200년전물건11억원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