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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박태환이22일오후인천시남동구인천시청

에서 열린 2016 산타원정대 선물전달식에서 산타복

장을하고미소짓고있다 연합뉴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사진)

을 메이저리그 구원 투수 전체 16위로 평

가했다

팬그래프닷컴은22일(한국시간) 구원투

수 순위를 1위부터 52위까지 정해 공개했

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연착륙한

오승환은당당히16위에이름을올렸다

팬그래프닷컴은 트레버 로즌솔이 반

등할 가능성도 있다며 오승환이 다시 세

인트루이스마무리경쟁을펼쳐야하는상

황을 설명하면서도 오승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승환은올해팀에서가장많은76경기

에 나서 6승 3패 19세이브 평균자책점 1

92를 기록했다 중간계투로 시즌을 시작

했지만로즌솔이부진에빠지자마무리로

승격했다

올해 1월 팬그래프닷컴은 오승환의

2016시즌 성적을 63경기 3승 2패 평균자

책점 345로 예상했다 구원 투수 순위에

오승환의이름은포함하지도않았다

한시즌을치른뒤오승환은메이저리그

가인정하는수준급구원투수로자리매김

했다 최근 메이저리그는구원투수의가

치를인정하는분위기다

최근아롤디스채프먼이뉴욕양키스와

5년 8600만 달러(약 1026억원)에 켄리 얀

선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5년 8000만

달러(약 954억원)에 초대형 FA(자유계약

선수) 계약을했다

채프먼과 얀선은 팬그래프닷컴이 정한

구원투수순위에서 1 2위를차지했다 잭

브리턴(볼티모어 오리올스) 크레이그 킴

브럴(보스턴레드삭스)이 3 4위에올랐다

오승환보다 낮게 평가받은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17위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웨이드데이비스(18위시카고컵스) 켈빈

에레라(20위캔자스시티 로열스)도 메이

저리그가인정하는구원투수다

로즌솔은 36위로평가받았다 오승환은

1월세인트루이스와 1+1년보장 525만달

러(2016년 250만 달러 2017년 275만 달

러) 최대 1100만달러에계약했다

첫해구단이제시한조건을채우면두번

째시즌에자동으로계약을연장하는옵션

이 있었다 오승환은 연봉과 비슷한 수준

의보너스를챙기고계약연장을했다

내년에는 275만 달러를 보장받고 시즌

을시작한다 2017시즌이끝나고도이정

도 평가가 나오면 오승환은 FA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연봉 수직 상승을 이

룰수있다 연합뉴스

끝판왕 오승환 ML 구원 투수 16위

팬그래프닷컴평가

중간계투마무리승격

12위는 채프먼얀선

수줍은산타박태환

2017년 월드

베이스볼클래

식(WBC) 한국

대표팀의첫상

대 이스라엘이

WBC 홍보에

돌입했다

이스라엘 일

간지 예루살렘 포스트는 지난 21일 메이

저리거가 팀 이스라엘의 깃발을 들고 이

스라엘에온다고보도했다

미국에서뛰는야구선수 11명은내년 1

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해

WBC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선수는우타자대니발렌시아다

올해오클랜드애슬레틱스에서뛰며타

율 0287 17홈런 51타점을올린발렌시아

는 지난달 시애틀 매리너스로 이적했다

유대인인 발렌시아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태어났고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부모나 조부모의 국적에 따라 팀을 정

할 수 있는 WBC에서는 이스라엘 대표팀

으로뛸수있다 그는이미WBC 출전의

사를밝혔다

발렌시아외에도올해뉴욕메츠에서대

타로활약한 타이 켈리 신시내티 레즈우

완 존 모스코트 지난해까지 빅리그 무대

를누빈샘플루드 2012년 32홈런을친이

케 데이비스 빅리그에서 1104경기를 뛴

가베 케플러 등 전현직 메이저리거가 이

스라엘을방문해분위기를띄운다

이스라엘은9월미국에서열린WBC브

루클린 예선에서 1위에 올라 한국행 티

켓을손에넣었다

당시이스라엘은메이저리그에서124승

을올린우완제이슨마르키스등전직메

이저리거와마이너리그유망주로팀을구

성했다메이저리그정규시즌이진행중이

라빅리거의출전은불가능했다

이스라엘 대표팀은 유대인 빅리거의

WBC 출전을갈망하고있다 예비엔트리

에폴골드슈미트(애리조나다이아몬드백

스) 족 피더슨(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이

언 킨슬러(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라이언

브론(밀워키 브루어스) 케빈필러(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빅리그 주전 선수를 뽑았

다 주요 메이저리거 중 WBC 참가를 확

정한선수는발렌시아뿐이다

애초 이스라엘은 A조(한국 네덜란드

대만) 최약체로꼽혔다 그러나 빅리거 합

류여부에따라평가는달라질수있다

연합뉴스

WBC 한국첫상대이스라엘 유대인빅리거모시기

대한역도연맹이 리우데자네이루 올

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윤진희(30경북

개발공사사진)를 2016년 여자부 최우

수선수(MVP)로선정했다

대한역도연맹은 22일 우수 선수 단

체 유공자 시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

상식은 27일 오후 4시 10분 경기도수원

월드컵경기자WI 컨벤션에서열린다

8월 리우올림픽 여자 53급에서 금

메달을딴윤진희가 시상식의 주인공이

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은메달

을 목에 건 뒤 바벨을 놓았던윤진희는

현역으로 복귀해 8년 만에 올림픽 메달

을손에넣었다

세계대학생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

개를 딴 박한웅(한국체대)은 남자부

MVP로뽑혔다

유재식(진안군청)과 김지현(경북체

고)이남녀우수선수 전상현(대전체고)

과이지은(청명고)은신인상을받는다

대한역도연맹은 27일 시상식과 함께

이원성 신임 회장 취임식 2020년 도쿄

올림픽역도후원회발대식도연다 이날

애플라인드는 4년 동안 대한역도연맹

용품 후원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포상

금 지원 등을 약속하며 약정식을 할 계

획이다 연합뉴스

리우동메달윤진희 대한역도연맹MV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