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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캠프에서선수들과같이성장

하고있는KIA의 초보코치 김민우다

김민우 코치는 지난 2월 오키나와 스프

링캠프에서는선수였다그리고시간이지

나다시찾은마무리캠프에서는막내코치

로뛰고있다

김 코치는 2013 시즌이 끝난 뒤 2차 드

래프트를 통해 KIA와 인연을 맺었다 주

전 2루수 안치홍이 군복무를 위해 떠나있

는 동안 김 코치는 팀의 듬직한 베테랑이

자 멀티플레이어로 좋은 활약을 해줬다

하지만 치열한 내부 경쟁이 전개된 올 시

즌 부상이 겹치면서 그는 선수 김민우라

는 이름을 내려놓았다 전력분석팀에서

또다른야구를배운그는수비코치로다

시한번변화를시도했다

내년시즌그는퓨처스선수단의수비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후배에서 제

자가 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자 스승 김민호코치에게배움을얻는자

리이기도하다

초보 코치의 첫 캠프 소감은 힘들다

이다

김코치는 선수때는나만잘하면됐는

데지금은모범을보여야한다 내가 먼저

나가고 움직이고 애들한테 도움이 되어

야하는만큼힘들다고웃었다

몸은힘들지만야구를새로배우고있어

서마음은즐겁다

김 코치는 김민호 코치님에게 많이 배

우고있다 내외야전체적인움직임에대

해서도 알게 됐고 코치로서의 생활에 대

해서도많이알려주신다선수로코치님을

만났을 때도 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는

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 코치로서도 다른 배움을 얻고 있

다고말했다

이제지도자로첫걸음을떼었지만좋은

코치가되기위한로드맵은이미구상해두

었다 전천후 수비수로 뛰었던 경력과 전

력분석을통해넓은시야로그라운드를내

다본경험이많은도움이됐다

김코치는 잡초같은야구를가르쳐주

고 싶다 두려움 없이 창피한 것 없이 그

라운드에서 살아남기위해 적극적으로어

필하고 움직여야 한다 지금 선배 코치님

들에게 배우고 있는 것과 내가 선수 생활

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접목시켜서 가

르침을주고싶다고말했다

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선수들의

마음을얻은것과집중력이다

김 코치는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

는지가가장중요하다 아무리좋은기술

과지식이있어도상대가받아들이지않으

면 의미가 없다 선수들에게 다가가는 방

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김민호 코치님 같

은경우수비훈련을할때흔히말하는난

타를 하지 않으신다 무조건 똑같이 펑고

를치고공을받는것은중요하지않다 공

하나하나에다르게훈련을시키면서집중

을하도록해야한다 집중력이중요하다

고말했다

젊은 코치 이대진 투수 코치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노력하는 모습 부드러우

면서강하게선수들에게다가서는모습을

배우고있다

김코치는 올시즌다양한경험을하면

서선수만가지고는좋은팀이될수없다

는 것을 느꼈다 선수 코치 스태프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불려 돌아가야만 강팀이

되는 것 같다며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

로 코치로서도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각

오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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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오키나와캠프의 초보 김민우(오른쪽) 코치가펑고를치며김민호코치와수비훈련을진행하고있다

내년 3월에 열

리는 제4회 월드

베이스볼클래식

(WBC) 전체 일

정이 공식 발표

됐다

이번대회부터 1 2라운드에서승패

가같은공동 2위가 나오면단판경기

로 상위라운드진출팀을가리는 타

이 브레이커가 도입된 것이 눈길을

끈다

WBC를 주관하는 WBCI는 16일

(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

해대회세부 일정을확정발표했다

첫경기는한국에서열린다

한국은 내년 3월 6일 서울 고척 스

카이돔에서WBC에처음으로나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회 개막전을 치

른다

A조에는 한국 이스라엘 네덜란

드 대만이 속해 있다 한국은 6일 이

스라엘과 경기를 시작으로 7일 네덜

란드 9일대만과차례로경기를치른

다 한국 경기는 모두 오후 7시에 시

작한다

1라운드는 조별로 모든 팀이 돌아

가며 한 번씩 경기하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진행된다

각 조 12위가 2라운드에 진출해

다시라운드로빈방식으로경기를펼

쳐결승라운드진출팀을가린다

AB조는 도쿄돔에서 CD조는미

국샌디에이고펫코파크에서 2라운드

경기를치른다 연합뉴스

베테랑노하우총동원잡초 생존법가르치겠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2군 수비코치로변화시도

선수들마음얻기최우선

초보코치 김민우

WBC내년3월6일고척돔

한국 이스라엘과개막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