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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투구의비행시간 0.4초

타자가판단할시간은 0.045초

매덕스도피치터널개념알아

투수는타자의시간을줄여야

나는 투수들의 피칭을 지켜봤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왼손 투수 스티브 에이버리는 시속 153㎞가

넘는빠른공을던졌다.그의커브는크게휘었다.

아주 위력적이었다. 다른 한 명은 오른손 투수였

다.포심패스트볼,투심패스트볼,슬라이더,체인

지업을던졌다.그는대학생투수수준보다는나아

보였다.그러나특별하지않았다.위력적이지않았

다.

세이버메트릭스(야구 통계학) 전문 사이트 베

이스볼프로스펙터스가2017년게재한기사의리

드부분이다.포수보다 3~4m뒤에앉은기자는두

투수의 살아 있는 공을 봤다. 왼손 투수는 무서울

만큼강해보였고,오른손투수는그저그랬다고한

다.그기자가 대학생수준보다조금낫다고평가

한투수는그레그매덕스(54)이다.

매덕스는메이저리그(MLB)역사상최초로4년

연속(1992~95년) 사이영상을 받았다. 17년 연속

(1988~2004년) 15승 이상, 20년 연속 10승

(1988~2007년) 이상을 기록하는 등 MLB 통산

355승(227패평균자책점 3.16)을거둔전설적인

투수다.

기자는참이상했을것이다. 매덕스의피칭이겨

우이거라고?뭔가특별한무기를숨긴것아닐까?

이렇게의심했을것이다. 매덕스는기자에게 이것

이내가가진전부라고말했다고한다.그리고그

는설명을이어갔다.

변화구는 크고 빠르게 꺾이는 게 중요하지 않

다. 내 변화구는 늦게, 빨리 꺾이는(late quick

break) 것이 목표다. 공이 많이 꺾이기 위해서는

방향을일찍바꿔야한다.그만큼타자에게생각하

고반응할시간을준다. 투구의변화가늦게일어나

면타자가대응할시간이적어진다. 투구에대한정

보를타자에게최대한늦게줘야한다.

이어매덕스는 모든투구는서로가까워보여야

한다. 투수가던지는모든공이홈플레이트를향하

는 우유기둥(column ofmilk) 처럼보이게하는

게목표라고말했다.

모든투구가가까워보인다는건패스트볼과변

화구의궤적차이를최대한줄여야한다는뜻이다.

구종에따라공의궤적은당연히달라진다.그러나

투수의손을떠난공이어느지점까지는비슷하게

비행해야한다는게매덕스의주장이었다.

그가비유한 우유기둥을떠올려보자.우유를

컵에따르면,기둥처럼한줄로내려오다가점점갈

라질것이다. 야구공도흰색이니까여러투구를겹

쳐 놓는다면 우유 기둥과 비슷한 모양이 될 것이

다.

매덕스는크게꺾이는변화구보다패스트볼과비

슷한궤적의변화구를던지려고노력했다. 타자에

게보이는것보다 타자를속이는것이더중요하

다는걸알았다.

매덕스의피칭을스피드와변화각만으로감상한

다면,기자가그랬던것처럼 대학생투수보다조금

나은정도라고오판할수있다.그러나타석에선

MLB선수들은매덕스의공을20년가까이제대로

공략하지못했다.

매덕스는모든공을 비슷한 궤적으로던지려노

력했다.그러나 똑같은 공은하나도던지지않았

다. 타자들은 매덕스의 공을 칠 수 있다고 배트를

휘둘렀겠지만,대부분빗맞거나헛스윙을했다.

매덕스는타자의성향과심리볼카운트등을고

려하면서 공을 다양하고, 현란하게 던졌다. 우유

기둥 안으로모든공을밀어넣었다. 기둥이넓게

퍼진뒤에는타자가이미속은뒤였을것이다.

매덕스가 우유 기둥이라고 이름 붙인 이 투구

이론은오늘날피치터널과다르지않다.그는이미

20~30년전에모든투구궤적은최대한가까워야

한다는걸알았고,이를자신의피칭에적용했다.

매덕스 별명 중 가장 유명한 건 컨트롤의 마법

사다.그의포심패스트볼대부분은시속 140㎞대

였다. 그러나무브먼트가뛰어난투심패스트볼로

타자를압도했다. 30대나이가되어구위가떨어진

뒤 매덕스는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 등을 추가했

다.

구종이 다양해진 덕분에 매덕스의 전성기는 더

오래이어졌다.만 41세에도샌디에이고유니폼을

입고 14승을올렸다. 매덕스의피칭을다양성과정

확성으로만설명하기는부족하다.그는타자를속

일 줄 알았다. 그 핵심 기술이 20세기의 우유 기

둥 , 21세기의 피치터널이다.

매덕스가 우유기둥을말한이유

매덕스의 스토리는 류현진(33 토론토)과 닮았

다.지난해LA다저스에서뛰었던류현진은5월 8

일애틀랜타를상대로9이닝93개의공을던지며 4

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 완봉승을 거뒀

다.외신들은 류현진이 매덕스게임을완성했다

고썼다. 매덕스게임이란투구수 100개를넘기

지않고 9이닝을완봉으로막아낸경기를뜻한다.

매덕스가투구수100개미만으로완봉승을기록한

경기는통산 13차례(완봉승 35번)나된다.

류현진이지난시즌중반1점대평균자책점을기

록할때,여러외신과MLB관계자들은그를매덕

스와비교했다. ESPN 새로운그렉매덕스? 건강

한류현진이라면거의그렇다는제목의기사를썼

다.

류현진과 매덕스게임을함께이룬포수가러셀

마틴이었다.그는2006년과2008년매덕스와배터

리를이룬적이있다.마틴은 류현진이던진공93

개중 58개를받을때미트를움직이지않았다고

말했다.그만큼제구가완벽했다는뜻이었다.러셀

은류현진의투구는매덕스를떠올린다고말했다.

난이런말들이류현진에대한많은평가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급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매덕

스의투구에는힘과기술뿐아니라전략과통찰력

까지담겨있기때문이다.우리선수들이시속 100

마일(161㎞)이상의공을뿌리는아롤디스채프먼

(뉴욕 양키스)이 될 확률보다 류현진처럼 성장할

가능성이더크다고본다.

지난칼럼에서피치터널의원리에대해설명했

다. 터널이라는공간적인개념뿐아니라시간적인

측면에서이를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

로버트 어데어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의 저서

『야구의물리학』은투수와타자의 시간싸움을

잘설명하고있다.

투수판과홈플레이트의거리는18.44m다. 투수

가스트라이드를해서공을던지기때문에릴리스

포인트와타자의히팅포인트의거리는약 17m다.

어데어교수는투수가시속145㎞의패스트볼을던

진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타자가 해야 할 일을

시간별로계산했다.

패스트볼이 17m를날아가는시간은0.4초에불

과하다. 투수의손을떠난공이타자시야에들어오

기까지 0.1초가걸린다고한다. 이후타자가공의

속도와 궤적을 파악하는데 0.075초가 더 필요하

다.

이제타자의시간으로가보자.사람의눈이강한

빛에반응해깜빡하는데 0.15초가걸린다. 타자가

공을보고타격을해야겠다고결심하면,두뇌가근

육에신호를보내는시간(0.03초)이필요하다.따

라서타자마다차이는있지만,스윙에는 0.18초가

소요된다. 타자가어프로치를한이후에도투구를

보면서스윙을조금수정하거나멈출순있다.그러

나타자가스윙을일단시작했다면,타이밍과궤적

은거의정해졌다고봐야한다.

다시정리해보자.타자가투구를파악하는최소

시간(0.175초)과 타자가 스윙하는 최소 시간

(0.18초)이 필요하다. 두 시간을 더하면 0.355초

다.이론상투구의비행시간인 0.4초중에서 0.045

초의시간이타자에게더있는셈이다.이건판단하

는시간이다.이찰나의시간에타자는스윙여부를

결정한다.

타자가투구의궤적을예측했다면 0.045초가필

요없을수있다. 타자들이시속 145㎞의패스트볼

은물론 160㎞의강속구도공략하는이유다.

투수입장에서는타자에게주어진 0.045초를최

소화하거나없애려고노력해야한다.이를위한가

장 쉬운 방법은 투수가더빠른공을던지는것이

다.그러나누구나 160㎞이상의강속구를던질수

있는게아니다.심지어그것조차완벽한방법이아

니다.

타자의물리적인시간을빼앗을수없다면?타자

의시야를흔들어서타자의시간을훔쳐야한다.그

방법이 바로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기 어렵게

공을던지는것이고,피치터널을최대한길게만드

는것이다.

류현진은시간과공간을지배한다

긴 터널을 만드는 데 마법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전칼럼에서잠시언급했지만,터널에들어가기

전에투구의방향과속도는이미정해져있다.안정

적인폼으로일정한릴리스포인트를만드는게피

치터널의시작이자끝이다.

이재능은강속구를던지는것보다더귀중하다.

속도만이무기가아니다.류현진처럼시간과공간

을잘활용하면세계최고의투수가될수있다.

시간을이용한다는말은일정한템포로던진다는

걸뜻한다.어떤공을어디에던져도폼의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수준급

투수에게도매우어려운일이다.

패스트볼을던지는투수는동작이빨라지는경향

이있다.커브같은느린변화구를던질때는템포

가느려진다. 투수에따라정도의차이가있을뿐,

피칭템포가완벽하게똑같은투수는없다. 타자는

투수의템포에타이밍을맞춘다.눈썰미가좋다면

구종도예측할수있다. 투구템포는데이터로나오

지않지만,타자가미묘하게느낄순있다.

매덕스나류현진도동작의템포가완벽하게똑같

지는않을것이다.그러나타자의시간을빼앗는이

들의능력은완벽에가깝다.

피치 터널은 공간 싸움이다. MLB 통계 전문

사이트 브룩스베이스볼을보면류현진의릴리스

포인트는 일정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9월

25일 뉴욕 양키스전 데이터를 보면, 그의 릴리스

포인트높이는구종과관계없이180㎝선에서거의

일정하다. 수평릴리스포인트는약간의차이가있

다. 몸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에서 던지는 커브

(62.8㎝)와 가장 먼 체인지업(75.3㎝)의 차이는

최대12.5㎝다.이정도차이는타자의눈으로식별

하기어렵다.

또하나.류현진의릴리스포인트편차를보고폼

이흔들렸다고보기어렵다.똑같은폼으로던져도

하이패스트볼이나커브를던질때는공을조금일

찍놓기때문이다.

타자의몸쪽과바깥쪽을번갈아공략할때도팔

각도가달라지는건아니다. 투구폼은같고, 내딛

는발의방향이몇㎝달라지는것이다.류현진은그

런수준에서피칭하고있다.

2020년류현진은리그와홈구장이바뀐상황에

서도일정한릴리스포인트를형성했다.또투구템

포의차이가거의없고, 백스윙때디셉션(공을숨

기는동작)이뛰어나다. 타자입장에서는미리준

비할게별로없다. 스윙하기도전에타자의승률이

낮아지는것이다.

여기에류현진처럼좋은폼으로정확하게던졌다

면공은깜깜한터널안으로들어갈것이다.그리고

타자의 0.045초를훔칠것이다. 시간과공간을지

배하는투수는강속구없이도타자를압도할수있

다.

매덕스의나이가30대후반이었던 2000년대초,

MLB는배리본즈(56)의시대였다.그는 2000년

이후 4년동안무려 213홈런을때렸다. 금지약물

복용 사실로 인해 얼룩지긴 했지만 본즈는 MLB

통산 최다홈런(762개)을기록한강타자다. 본즈

의최전성기(2000~2003년)를매덕스는피안타율

0.222(18타수4안타)로막았다.홈런은하나도내

주지않았다.

본즈는 훗날 방송 인터뷰에서 매덕스는 0볼-2

스트라이크에서(3구삼진을잡겠다고)들어온다.

그가 파워피처가 아니면 누가 파워피처인가라고

되물었다.

매덕스와본즈의대결을보면, 류현진과마이크

트라우트(29 LA 에인절스)가 떠오른다. 지난해

류현진피칭의하이라이트중하나는 6월 10일에

인절스전에서트라우트를세번이나잡은장면이었

다. 1회직선타에이어, 3회에는삼진처리했다.

류현진은5회2사1 3루위기에서트라우트를다

시삼진(컷패스트볼)으로잡아냈다.현역최고타

자인트라우트를통산 10번상대해무안타(4탈삼

진)로막아낸류현진은주먹을불끈쥐었다.

배트를헛돌린트라우트의실망한표정이기억난

다. 20대나이에통산 302홈런을때렸고,MLB최

고몸값(12년총액 4억 2650만달러 5000억원)을

받는트라우트가류현진의 파워피칭에압도당했

다.

투수의파워는속도만이아니다.시간과공간을

지배하는힘이투수의중요한역량이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류현진 매덕스는타자의0.045초를훔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