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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연착륙에 성공한 강정호

(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015년 내셔널

리그올해의신인최종후보 3인에이름을

올렸다

MLB닷컴은 11일(이하한국시간) 각리

그 신인왕 후보를 공개했다 강정호는 크

리스브라이언트(시카고컵스) 맷더피(샌

프란시스코자이언츠)와 함께 내셔널리그

신인왕최종후보로호명됐다

한국야수로는처음으로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강정호는 데뷔 첫해 126경기에 나서 타율

028715홈런28타점을 올리며 맹활약했

다 브라이언트는 타율 027526홈런99

타점을 더피는 타율 029512홈런77타

점을올렸다

현지 언론은브라이언트의수상을점치

고있다내셔널리그올해의신인은전미야

구기자협회(BBWAA) 투표로 선정하며

결과는 17일발표된다

MLB닷컴은 각 리그 최우수선수

(MVP)와사이영상후보도공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의 원투펀치 잭 그레인키와 클레이턴

커쇼가 제이크 아리에타(시카고 컵스)와

경쟁한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후보

는 소니 그레이(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댈러스카이클(휴스턴애스트로스) 데이

비드프라이스(토론토블루제이스)다 워

싱턴 내셔널스 외야수 브라이스 하퍼는

폴 골드슈미트(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

스)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와 내셔널

리그MVP자리를놓고다툰다

메이저리그선수들이뽑은올해의최고

선수로 뽑힌 조시 도널드슨(토론토)은

BBWAA가 선정하는 아메리칸리그

MVP에도 도전한다 경쟁자는 마이크 트

라우트(로스앤젤레스에인절스)와 로렌조

케인(캔자스시티로열스)이다 연합뉴스

부상 강정호

신인왕 보상 받을까

NL최종후보 3인 선정  크리스브라이언트맷 더피와경쟁

사이영상경쟁은

그레인키커쇼아리에타

그랜드슬램(올림픽아시안게임세

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에 빛나는 김재범(한국마사회)이 201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겸 2016 국가대표

1차선발전에서 2회전탈락의고배를마

셨다

김재범은 11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

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급 2회전(32

강)에서 이성호(수원시청)에게 한판패

를당했다

1회전을부전승으로통과한김재범은

2회전에서이성호를만나지도 2개씩나

눠갖는접전을펼치다가경기종료 6초

를 남기고 한팔업어치기로 한판패를 당

했다 김재범이 조기 탈락하면서 라이

벌 왕기춘(양주시청)과의 맞대결도 무

산됐다

더불어 이날 패배로 김재범의 태극마

크지위도흔들리게됐다

대한유도회는이번대회가끝난뒤강

화위원회를열어 체급별 대표팀명단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김재범이 대회 초반

에 탈락한 터라 구제 여부를 놓고 고민

에 빠지게됐다

가운데김재범은이번대회를발판삼

아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또

다시 2회전에서일찌감치탈락하며 81

급최강자의입지도흔들렸다
연합뉴스

김재범 2회전 탈락태극마크 흔들

유도국가대표 1차 선발전

왕기춘과라이벌전도무산

11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201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81급

김재범이 32강전에서 탈락한 뒤 망연

자실한표정을짓고있다 연합뉴스

여자프로테니스(WTA)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2시즌 연속으로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한차례도놓치지않는기록을세웠다

11일(한국시간) WTA 홈페이지에 발

표된 세계 랭킹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2013년 2월 18일부터이번주까지 143주

연속 1위를 유지하며 2014 2015시즌 1

위자리를완벽히수성했다

이같은 기록은 1980년대의 테니스스

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미국) 슈테

피그라프(독일)에이어 3번째이며 1990

년대들어서는처음세워진것이다

나브라틸로바는 1982년 6월 14일부터

1985년 6월 9일까지 15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최초로이기록을작성했다

그뒤를이은그라프는 1987년 8월 17

일부터 1991년 3월 10일까지장장186주

간 1위자리를유지했다

윌리엄스는 2015시즌에만 투어 이상

급 대회 단식에서 다섯 차례 우승했고

상금은 총 1천58만2천642 달러(약 124

억원)를벌면서전성기를누리고있다

윌리엄스는 올해 마지막 주가 되면

150주 연속 1위라는 기쁨도 맛보게 된

다 연합뉴스

테니스 여제 세리나 143주 연속세계랭킹 1위

그레인키 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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