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제19920호 ��
스포츠

KIA 김진우가대만에서 2015시즌을시

작한다

KIA 타이거즈 2군 선수단이 내달 1일

부터 3월5일까지대만타이난과카오슝에

서전지훈련을치른다

대만캠프단은정회열퓨처스감독을비

롯한코칭스태프 8명과투수 12명 포수 2

명 야수 10명등총 32명으로구성됐다

오키나와괌 캠프에 초대 받지 못했던

투수김진우도명단에이름을올리면서대

만에서 시즌 준비에 나서게 됐다 김진우

는 앞서 12일 실시한 체력 테스트를 통과

하지못했었다 4를 23분안에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지만 감기 몸살 여파

등으로중도에포기를하면서김기태감독

의질책을받기도했다

훈련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

라김진우는캠프본진인오키나와와재활

캠프가꾸려진괌에합류하지못하면서함

평챌린저스필드에서몸을만들어왔다

앞서 오키나와에서 조기 이탈자가나오

면서 김진우의 추가 합류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KIA는 대만 캠프에서 차분하

게시즌준비를할수있도록하겠다는방

침이다

오키나와캠프에서조기귀국한투수전

우엽과교통사고후유증으로체력테스트

완주를 하지 못했던 투수 박준표도 대만

에서 절치부심 2015시즌을 준비한다 어

깨부상으로재활을해왔던외야의기대주

박준태도대만으로떠난다

타이난 진리대학 야구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캠프는 5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된다 선수들은 기초 체력 및 기술훈

련등강도높은훈련을하면서 2015 시즌

을준비한다

2월 18일에는 카오슝으로 이동해 두산

과 3차례 대만 라미고 몽키스와 한 차례

등 총 4번의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감각을

끌어올릴계획이다

한편 선수단은 1일 오후 1시45분 김포

공항을통해대만으로출국한다

대만전지훈련참가명단(32명)

▲코칭스태프(8명)정회열 곽현희 김

선진김지훈김창희백인호신동수조경환

▲투수(12명)고재황 고지원 김성현 김

준 김진우 박준표 이종석 정용운 전우엽

정정환황인준(014) 황인준(018) ▲포수(2

명)손성곤 오두철 ▲내야수(4명)김광

연박진두백세웅전은석▲외야수(6명)

류현철 박준태 이은총 임세황 임한용 최

근태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이 3월7일 NC를 상대로

2015시즌리허설에나선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8일 2015 프

로야구시범경기일정을발표했다

3월7일 막이 오르는 시범경기는 팀간 2

차전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가 열린다

챔피언스필드재보수관계로KIA의홈경

기는 4차례만 치러진다 경기는 오후 1시

시작된다

KIA는 마산으로 가 NC와 시범경기 첫

대결을갖은뒤삼성넥센과원정경기를치

르게된다 14일 LG전을통해홈팬들을만

나고 1718일에도 SK와홈경기를갖는다

KIA는 19일잠실로이동해두산을상대한

뒤 2122일 신생팀 kt와의 대결로 시범경

기일정을마무리한다 대진에따라롯데

한화는시범경기상대에서제외됐다

1군에첫선을보이는 kt wiz는 14일두

산전을 통해 홈구장인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를공개할예정이다

한편시범경기에서는비시즌훈련의성과

확인과 선수들의 기량 점검을 위해 별도의

엔트리없이KBO등록선수와육성선수모

두출장할수있다 김여울기자wool@

KIA 김진우 대만서 2015 시즌 시동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000

만 호주달러) 8강에서 윌리엄스 자매

의희비가갈렸다

동생인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

는 28일호주멜버른파크테니스장에

서 열린 대회 10일째 여자단식 8강에

서도미니카시불코바(10위슬로바키

아)를 20(62 62)으로 가뿐하게 꺾

었다 세리나는 2010년이후처음으로

이 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다 당시 그

는결승까지올라우승까지차지한바

있다

반면앞서경기를치른언니비너스

(18위미국)는미국신예매디슨키스

(35위)에게 12(36 64 46)로 져 탈

락했다 2세트 한때왼쪽허벅지통증

때문에 메디컬 타임을 요청하기도 한

키스는마지막 3세트게임스코어 13

으로 끌려가다가 막판 몰아치기에 성

공하며비너스를물리쳤다

키스는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준결

승에 오르며 돌풍의 주인공이 됐다

이전까지키스의메이저대회최고성

적은 2013년 호주오픈과 윔블던 지

난해 윔블던에서 거둔 3회전(32강)이

다

이로써 여자단식 4강은 러시아 선

수들인 마리야 샤라포바(2위)에카테

리나 마카로바(11위)와 미국 출신의

세리나키스의대결로정리됐다

남자주니어단식에나선이덕희(주

니어 9위마포고)는사미어쿠마(주니

어 65위미국)를 21(26 60 75)로

따돌리고 4회전에올랐다 연합뉴스

세리나윌리엄스 비너스윌리엄스

KIA 시범경기 3월 722일 14경기
날짜 상대팀

7일(토) NC

8일(일) NC

10일(화) 삼성

11일(수) 삼성

12일(목) 넥센

13일(금) 넥센

14일(토) LG

상대팀

LG

SK

SK

두산

두산

kt

kt

날짜

15일(일)

17일(화)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22일(일)

2015 KIA 시범경기일정
(홈경기 1418일)

윌리엄스자매엇갈린희비

2군선수단과전지훈련

호주오픈테니스대회

동생세리나준결승진출

언니비너스 8강서고배

김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