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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가 2016시즌홈경기시즌권을최대 33% 할

인된가격에판매한다

시즌권은 KBO(한국프로야구위원회) 정규리그 홈구장 72

경기를 기준으로 하며 테이블석과 지정석에 한해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07081917890 7899)를통해판매

가이뤄진다 기간은오는 25일까지이다

시즌권은정상가대비 243328% 할인된금액에판매된

다 중앙테이블 2인석은 4백만원 3인석은 5백50만원에구입

할수있다올시즌메이저리그식프리미엄의자로교체한챔

피언석은 1인기준 2백20만원이다 내야지정석인K9존은 70

만원 K7존과K5존은각각 58만원과 50만원이다

시즌권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는 구장 투어 등 홈구장

행사가 있을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경품 추첨시 시즌권

을 대상으로 별도 추첨을 진행해 경품을 제공한다 시즌권

재구매시 우선권도 주어진다 (문의티켓링크 0708191

7890)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가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타이거즈CC(콘텐츠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를모

집한다

선발된 타이거즈 CC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 및 구단

팬과관련된다양한이야기를사진과영상기사등다양한콘

텐츠로 제작해 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

전남북 지역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취재와 영상(사

진) 각 1명을뽑는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

안이다

KIA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타이거즈에 대한 애

정과참신한아이디어를가진지원자를선발할계획이다

참가를원하는대학생은오는 28일까지구단홈페이지(ht�

tpwwwtigerscokr) 팝업창을통해신청하면된다 신

청자는직접제작한콘텐츠(취재부문기사1건 영상(사진)

부문자유주제영상 1건이상)를제출해야한다

타이거즈 CC에게는 챔피언스 필드를 출입할 수 있는

AD 카드와구단의류 수료증등이지급된다 (문의 KIA

타이거즈홍보팀 07076868053) 김여울기자 wool@

16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

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KIA 윤석민이 선발로 등판 1회초 NC 1번 박민우를 상대로 투구하

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86 친구 윤석민과 곽정철이 2연승을 책임

졌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21 승

리를 신고했다 천적 NC를 상대로 이틀 연

속승리를가져오면서시범경기첫연승에성

공했다

윤석민이끌고곽정철이막았다

윤석민이 지난 12일 넥센과의 경기에 이어

두번째등판에나섰다 스프링캠프에서어깨

검진을위해중도귀국하면서실전피칭을하

지못했던윤석민은앞선등판에서는 2이닝 7

피안타(1피홈런) 1볼넷 1탈삼진 6실점으로부

진했었다 하지만 42개의 공을 던진 두 번째

실전은 3이닝 3피안타 1사사구 1탈삼진 무실

점으로깔끔했다

윤석민은 이날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지면서

컨디션점검에주력했다 매이닝주자를내보

내기는 했지만 후속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실점은 기록하지 않았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5커브슬라이더 체인지업을고루던지

면서두번째등판을마무리했다

윤석민은 전반적으로괜찮은투구였다 타

자들을상대할때빠른볼카운트에서승부하

려고 했고 계획대로 잘 된 것 같다며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에 크게 신

경쓰지않고과정에만집중하려고한다 지난

등판때보다는더좋아진느낌이다 이런페이

스로몸을만들면시즌때는좋은모습을보여

드릴수있을것같다고언급했다

마지막아웃카운트 3개는친구곽정철이장

식했다

21로 앞선 9회초 마무리로 출격한 곽정철

은 묵직한 직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1사에서지석훈에게풀카운트승부

끝에 볼넷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대타 강구성

을 상대로 1루수 앞으로 향하는 병살타구를

유도하면서 1점차 승리를 지켰다 첫 등판에

서 2사 만루를 공하나로 막으면서 시작된 곽

정철의 시범경기 무실점 이닝은 32이닝으로

늘었다

곽정철은 가슴 뛰는 긴장감이 좋다 페이

스가좋아서오버를하게될까봐이런기분을

조금씩눌러가면서피칭을하고있다좋은페

이스가이어지고있어서좋다고소감을밝혔

다

맏형 최영필이 8회 3개의안타를내주며 1

실점을했지만 유창식김광수로이어진불펜

도깔끔한모습을보여줬다 시범경기첫등판

에 나선 좌완 유창식은 3이닝 3피안타 1탈삼

진 무실점의 피칭을 기록했고 김광수도 8개

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만들어내면서 임무를

완수했다

타석에서는 외야의 힘겨루기가 눈에 띄었

다 전날 홈런포를 쏘아올렸던 오준혁이 3타

수 2안타 1볼넷으로 기세를 이어갔고 김다원

도 역시 멀티히트와 함께 볼넷을 추가하면서

좋은타격감을과시했다

김기태 감독은 오늘 나온 투수들 모두 잘

던져줬다겨우내훈련했던팀플레이등이잘

됐다 선수들이그런부분을다시생각하고정

규리그를준비하면좋겠다고경기를 총평했

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발감잡은윤석민

3이닝 무실점 쾌투
KIA 프로야구시범경기

천적 NC 상대첫연승

K7 58만원 K5 50만원최대 33% 할인

KIA 홈 72경기시즌권판매

KIA 콘텐츠제작 타이거즈CC 모집

대학생 대상취재영상제작 각 1명씩

유창식김광수불펜깔끔

곽정철 1점차승리지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