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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군단의 2016시즌을 이끌 외국

인 선수 3인방이 확정됐다 효자 외국인

선수 브렛필(31)이 3년연속타이거즈선

수로 뛰고 헥터 노에시(28)와 지크 스프

루일(26)이마운드에새로가세한다

KIA가 2일 외국인 선수 3명과의 계약

을마무리했다 올시즌 143경기에출전해

22홈런 101타점 81득점 타율 0325를기

록하면서 팀에서 유일하게 야수 골든 글

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린 브렛 필은 총액

9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마치면서 다시

KIA유니폼을입는다

도미니카공화국출신의우완정통파헥

터노에시는총액 170만달러에새식구가

됐다 헥터노에시는신장 192cm체중 93

kg의체격을지니고있으며최고 155의

직구가강점이다 또체인지업과커브제구

력이좋고경기운영능력이뛰어나다는평

가다 올시즌시카고화이트삭스소속으로

뛴헥터노에시는선발과중간계투로 10경

기에 출장해 4패 평균자책점 689를 기록

하는 등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을 보냈다

통산 107경기 성적은 12승 31패 평균자책

점 531이다 마이너리그에서는 9시즌 동

안활동하며 35승 28패평균자책점 371의

기록을남겼다

KIA는 미국 출신의 우완 정통파 지크

스프루일과도 총액 7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신장 195cm 체중 90kg의체격을

지닌 지크 스프루일은 메이저리그에서 2

시즌마이너리그에서8시즌을뛰었다메

이저리그에서는 12경기에출장해 1승 3패

평균자책점 424 마이너리그에서는 8시

즌동안 191경기에서 52승 60패평균자책

점 386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포터킷 레드삭스(트리플

A) 소속으로 35경기에 등판해 5승 10패

평균자책점 394를기록했다

지크 스프루일은 큰 키에서 내리꽂는

150km초중반대의직구를바탕으로투심

패스트볼과슬라이더등변화구를구사하

며 투구밸런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지크 스프루일은 지난달 대만에서 열

린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 예선에서 미국 선발로 출전

한국 타자들을 상대하기도 했다 이 경기

에서지크스프루일은 6이닝 3피안타 7탈

삼진 2볼넷무실점의호투를하며깊은인

상을남겼다

김여울기자wool@

한국홈런왕박병호빅리그입성

우승하러왔다

박병호(29)가 미네소타 트윈스와 5년

최대 1800만 달러(약 208억4400만원)의

조건에 계약하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

그진출꿈을이뤘다

현지언론이예상한 최소연평균5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박병

호는일단 빅리그입성을더중요하게생

각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

닷컴은 2일(한국시간) 미네소타가 한국

프로야구최우수선수(MVP) 출신박병호

와 4년 1200만 달러 5년째 구단 옵션이

낀 18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보도했

다

MLB닷컴은 박병호는 4년 1200만 달

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최대 금액은

1800만달러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275만달러를 20182019년에는 300만달

러를수령한다미네소타가 5년째구단옵

션을 행사하면 2020년 박병호에게 650만

달러를줘야한다 5년째박병호와계약하

지 않으면 바이아웃(계약포기 위약금) 금

액 50만 달러를지급해야한다고설명했

다

박병호는 일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150만 달러를 보장받고 2020년에 미네

소타에서 뛰지 않으면 바이아웃 조항에

따라 50만 달러를받아 1200만 달러를채

운다 2020년에도 미네소타에 남으면 앞

서 4년동안받은 1150만달러에 650만달

러 연봉을추가로받아총 1800만 달러를

손에넣는다

미네소타는지난달포스팅(비공개경쟁

입찰)에 나서 최고 응찰액 1285만 달러를

적어내 박병호와의 독점 교섭권을 얻었

다 현지 언론은 연평균 500만1000만

달러를 예상했다 그러나 박병호는 5년

기준으로 연평균 360만 달러 4년 기준

300만 달러의예상보다다소낮은금액에

사인했다 지난해 강정호는 포스팅 응찰

액 500만2015 달러를제시한피츠버그파

이리츠와 5년 최대 10625만 달러의 조건

에 계약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포스팅

응찰액에 비례한다 그러나 박병호는 강

정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포스팅 응찰액

을 기록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

는다

박병호는지난달 29일미네소타로출국

하며 언론이 보도하고 팬들께서 기대하

시는 것보다는 낮은 금액이라고 들었다

며 그래도세계최고선수가뛰는메이저

리그에입성한다는자부심을느끼며기분

좋게사인하고싶다고말했다

실제로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입성에

더높은가치를두고 예상보다적은연봉

을 받아들였다 물론 연평균 300만 달러

도 기록을 만드는 금액이다 박병호는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야수 중에서는 스즈키 이치로(일본)에 이

어두번째로큰규모의계약을했다 2011

년포스팅에나선이치로는1312만5000달

러를 제시한 시애틀 매리너스와 연봉 협

상을했고 3년최대 1400만달러에계약했

다

박병호는 한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

그에 직행한 선수 중에서도 류현진(로스

앤젤레스 다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하며 계약을 마쳤다 류현진

은 2013시즌을앞두고 6년 3600만달러에

사인했다박병호가계획대로메이저리그

타석에서면박찬호김병현서재응 이상

훈 구대성 최희섭 추신수 류현진 강정

호등에이어빅리그에선 15번째한국선

수가된다 연합뉴스

미네소타트윈스와 5년 최대 1800만 달러계약

年 360만달러현지 언론 500만1000만 밑돌아

필 만큼만해다오

KIA 용병 3인방계약 브렛필

올해 22홈런101타점3할대

3년 연속타이거즈유니폼

헥터노에시

도미니카출신직구 155

제구력경기 운영능력탁월

지크스프루일

美출신우완투구밸런스좋아

WBSC 한국전 6이닝 무실점

헥터노에시 지크스프루일

한화 이글스가 괴물 투수 에스밀 로저

스(30)와 KBO리그 외국인 선수역대 최고

액인 190만 달러(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170만달러)에재계약했다

한화는 2일 로저스가 내년에도 한화에

서 뛴다고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로저

스는올해8월 1일쉐인유먼의대체선수로

한국무대에등장해 10경기 6승 2패평균자

책점 297을 기록하였다 시속 150대 중

반의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선보이며 완투 4차례 완봉승 3차례

를기록하는괴력을선보였다

로저스의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210경기(454이닝) 19승 22패

평균자책점 559다 이 정도 경력의 외국인 투수는 한국 무대에도

자주등장했다 하지만최근 5년동안꾸준히메이저리그에서뛰고

동일시즌에빅리그마운드에섰던투수가대체선수로한국팀과계

약하는건상당히이례적인일이었다

한화는올시즌 144경기중 93경기를치른 8월 1일에로저스와계

약하면서거액 70만달러를안겼다 미국통계사이트팬그래프닷컴

에따르면로저스의개인통산직구평균구속을시속 152(942마

일)이고 최고 구속은시속 159(989마일)이다 올 시즌 직구 평균

구속은시속 150(934마일) 최고 구속은시속 154(957마일)이

었다

로저스는한국무대에서자신의가치를한껏드러냈고지난해더

스틴 니퍼트가 두산 베어스와 계약하며 기록한 150만 달러를 넘어

역대외국인최대규모계약을만들어냈다로저스에게일본구단이

접근한 것도 알려져 한화는 로저스에 더 공을 들였고 결국 계약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한화 투수 로저스와재계약

2일한국의홈런왕박병호와계약한

미네소타 트윈스는 미국 프로야구 메

이저리그중부지구에속한팀이다 미

네소타주는 미국 중부 중에서도 북쪽

으로캐나다와국경이맞닿아있는곳

강정호가 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도중부에있지만피츠버그가내셔널리그로구분되는반면

미네소타는아메리칸리그에속해있다 내셔널리그와달리

아메리칸리그는지명타자제도를채택한다 미네소타구단

이박병호를지명타자로활용할수있다는전망도있다

미네소타는올시즌아메리칸리그중부지구에서 83승 79

패(승률 0512)로 2위를 차지했다 1위 캔자스시티 로열스

(95승 67패)와는 12경기차였다 그러나와일드카드경쟁에

서밀려포스트시즌에는진출하지못했다

창단은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워싱턴

세네터스라는 이름이었지만 1961년 연고지를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로 이전하면서 이름도 미네소타 트윈스로 변

경했다

월드시리즈(WS) 우승은 총 세 차례 경험했다 세네터

스 시절인 1924년과 1987년 미네소타로 바꾼 이후에는

1991년에정상에올랐다 내년시즌에우승하면 25년만에

우승반지를끼게된다

중부지구우승은 10번했고 이가운데 6번은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했다 그러나 번번이 리그챔피언십시리즈

등에서 고배를 마셨다 아메리칸 리그 우승은 6번했지만

모두 1991년 이전이었다 2011년과 2014년 사이에는세차

례나아메리칸리그중부지구최하위에머물렀다

미네소타는 2011년일본인내야수니시오카쓰요시를영

입한 적이 있다 당시 532만9000달러의 포스팅 비용을 내

고 3년 925만달러에계약했다 이후니시오카는 2011년부

터 2년간 71경기에서홈런없이타율 0215 20타점 등으로

부진했고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

갔다

미네소타는 박병호에게 우타 거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

고있다 미네소타의간판타자는조마우어다 마우어의수

비포지션은박병호와같은 1루수이기때문에박병호가지

명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마우어가 최근 하

락세를보인다는것이변수다 연합뉴스

AL 중부지구 2위

25년만에우승도전

미네소타트윈스는어떤팀?

브렛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