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경주★ 그것이 알고싶다.

창원 1경주
금주 보여준 모습은 3번 황무현과 1번 김주석이 타선수들보다 나아 보였다.
특히 황무현은 4번 이성광과 연계작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겠는데, 다만 황무현이 금주 편성이 다소 무난했고, 짧게 가는 것 외엔 보
여준바가 없다. 따라서 김주석이 우선 황무현을 최대한 따라간 후 직선에서
반격을 노릴 수도 있겠다. 쌍승식은 3-1이냐 1-3이냐를 두고 고민해야겠고,
이성광의 버티기냐 묻어갈 수 있는 타 선수들이 따라들어오느냐 하는 삼복
승은 선택은 신중해야겠다. .

창원 4경주
1번 임채빈이 어떤 자세로 경기에 나서느냐에 따라 후착이 달라질 수 있겠
다. 우선 팀선배 2번 류재열을 앞세우고 3번 인치환과 6번 박용범을 차례로
후미에 둘 수 있겠다. 임채빈이 어느 시점에 류재열을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겠는데, 아무래도 짧게 가려 하다간 자신이 오히려 말릴 수도 있겠다. 따라
서 3,4C 지점에서 넘어서려 하겠는데, 류재열의 종속을 완전히 신뢰하긴 어
려운 만큼 1-3에 주력하면서 1-3-6이냐 1-3-2냐하는 삼쌍승은 반반의 확
률로 접근해야겠다.

광명 5경주
연대세력 많은 창원권 선수들이 특별승급에 도전하는 6번 김석호를 인정하
느냐에 따라 입상 윤곽은 180도 달라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2번 김재훈
이 키를 쥐고 있는데, 김재훈이 때린다면 이를 4번 김경환과 김석호가 나란
히 추주한 후 추입대결 펼치는 쌍, 복승식 4-6이 형성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김석호가 아예 외면 당하는 그림이라면 7번 김경태나 젖히기 시도할 3번 서
한글 쪽에서 배당 발생할 수 있어 이점은 노려봐야겠다.

광명 12경주
파업세력의 기량도 무시할순 없겠지만 최근 보여준 4번 윤현준과 6번 김영
섭의 퍼포먼스가 눈부셨다. 따라서 윤현준이 김영섭을 붙이고 7번 명경민을
몰고가겠는데, 반주부근에서 파업세력들이 치고 나선다면 윤현준도 젖히기로
응수할 수 있겠다. 따라서 4-6을 묶는 쌍복승식이 안전하겠는데, 개인적으론
비파업세력의 완승을 예상하는 4-6-3과 4-6-7 중 선택해볼만 하겠다.

광명 16경주
3번 정종진이 최근 4번 양승원을 만났을땐 후미에 두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
였다. 하지만 금일은 이렇게 했다간 앞선을 점령할 동서울팀에 의해 정종진
이 낭패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늘 그랬듯이 7번 전원규를 앞장 세우고 5
번 정해민을 붙이는 전략이 우선될 수 있어 3-5,7순으로 권해드리고, 만약
노린다면 3-5 묶어 전원규, 1번 정하늘, 4번 양승원 순으로 접근하는 쌍복
승에 관심가져볼 수 있겠다.

부산 6경주
이번 경주의 핵심은 1번 정 승이 결승전 징크스를 깨느냐겠다. 출전선수들의
면모를 봤을땐 충분히 가능성 있겠는데, 2번 강형묵을 활용하며 경기를 주도
한다면 우승 거머쥐겠다. 다만 후착은 다소 까다로운데, 강형묵이 버티기만
한다면 1-2겠지만 3착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뒤쪽에서 마크 경쟁 벌
일 3번 고재성, 4번 이은우, 6번 신우삼 순으로 접근해볼 필요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