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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브라질월드컵본선에나서는한국축

구 대표팀의 왼쪽 수비에 심각한 비상이 걸렸

다 왼쪽측면수비수(풀백) 김진수(알비렉스니

가타)가 경기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발목 부상

회복이더뎌제외됐기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9일 김진수 대신 같은 포지

션에서활동하는박주호(마인츠)를 불러들이기

로 했다 심각한 점은 박주호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애초에 월드컵 최종명단에서 제외된 선

수라는사실이다

박주호는 지난시즌독일 프로축구분데스리

가에서연일풀타임을소화하며좋은컨디션을

보였다 그러나 시즌 막판에 발가락 부상으로

최종명단에서 낙마하고서 비시즌을 보내고 있

었다 이런 꼬인 상황을 두고 홍명보호가 최종

23인이 아닌예비선수까지포함한 30인 단위로

소집훈련을진행하는게현명했다는결과론도

제기된다

현재 홍명보호의 풀백 자원으로는윤석영(퀸

스파크레인저스QPR)도있다

그러나 윤석영도클럽에서 경기를 많이 소화

하지 못한 데다가 대표팀 합류까지 늦었다 소

속클럽인QPR가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이유로 윤석영을 최근에

보내줬기때문이다

윤석영은 전날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늦게

합류한까닭인듯다른선수들보다처지는감각

을 노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볼 컨트롤에 어

려움을 겪기도 했고 최후방의 포백 수비라인에

서조금씩엇박자를내기도했다

박주호 윤석영을왼쪽진영을지킬핵심요원

으로 삼아야 하는 홍명보호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처지에몰렸다

브라질 월드컵본선에서한국과 맞붙을 러시

아 알제리 벨기에에는 명성이 자자한 윙어들

이 활개를 치고 있다 러시아 안렉산드르 사메

도프(로코모티프 모스크바) 알제리의 소피앙

페굴리(발렌시아) 벨기에의 케빈 더 브라위너

(볼프스부르크) 등 오른쪽 윙어들이 포지션 상

으로왼쪽측면을노리는공격수다

전술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미국마이애미

전지훈련캠프로떠나는홍명보호가왼쪽수비

에닥친암운을어떻게걷어낼지귀추가주목된

다 연합뉴스

세계경제분석에서최고권위를지닌미국투자

은행이 태극전사가 브라질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아깝게 16강에서탈락할것으로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28일 펴낸 월드컵과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491%로

전망했다

이는 다른 H조 러시아(645%) 벨기에(618%)

의 16강 진출 가능성보다 낮고 알제리(246%) 보

다 높은 수치다 전체 32개국 가운데에는 18위에

해당한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1960년 이후 각국

대표팀의국제경기기록과체스랭킹산출방식으

로 대표팀의 통산 경기 성적을 반영하는 엘로

(ELO) 랭킹을토대로월드컵본선에나가는 32개

국이각라운드에진출할확률을계산했다고설명

했다

한국이 8강 4강 결승에오를가능성은각각 11

9% 35% 05%였다 한국이 우승할 가능성은 0

1%로전망됐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에 대해 자국 팬의 열렬한

응원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

소치동계올림픽의성과등에힘입어탄력을받으

면 월드컵에서도 위협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조별리그 상대국보다 16강 이후 경

험이 많다며 16강에 올라갈 확고한 기회를 잡았

다고 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8강 진출 가능성까

지거론하기도했다

우승팀으로는 개최국인 브라질을 꼽았다 브라

질이 우승할 가능성은 485%로 점쳐졌다 브라질

의우승에는홈어드밴티지가크게작용할것으로

봤다

아르헨티나가 141% 독일이 114%로브라질의

뒤를차례로이었다

한편골드만삭스는이번대회베스트 11도 선정

해공개했다

골키퍼에는마누엘노이어(독일)가뽑힌가운데

수비수로 다니 아우베스 티아구 실바(이상 브라

질)세르히오라모스(스페인)필립람(독일) 미드

필더에는 에덴 아자르(벨기에) 안드레스 이니에

스타(스페인) 프랑크리베리(프랑스)가선정됐다

공격수에는리오넬메시(아르헨티나) 크리스티아

누 호날두(포르투갈) 네이마르(브라질)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사상 첫 원정 8강 달성에 도전하는 홍명보호

(號)의미국마이애미전지훈련 키포인트는태

극전사들의컨디션회복과역습속도배가에맞

춰질것으로보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0일 오

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지막 전지훈련

을치를마이애미로떠난다 23명의태극전사들

은 28일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01로 패배한

탓에가볍지않은발걸음으로장도에오르게됐

다

튀니지전에서한국은 견고한수비와빠른역

습으로 요약되는 홍명보 축구를 제대로 구사

하지못했다

전문가들은 홍 감독이 열흘여 간의 전훈에서

컨디션회복을통해수비조직력을가다듬고역

습의순도를높이기위한공격전술의세밀화작

업에전념할것으로보인다고공통된전망을내

놨다

홍명보호는 튀니지전에서 수비수들의 공간

간격 유지에 실패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오히려튀니지는수비가견고한반면에우리는

수비수 숫자가 많아도 늘 불안했다면서 포백

(4back) 라인이 수비의 폭과 깊이를 유지하는

데에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 상대에게 23차례

측면이허물어졌다고지적했다

수비진과 2명의중앙미드필더가그물망을형

성해침투할공간을주지않고들어오는패스는

끊어내는 플레이를 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얘기

다

홍 감독이 지난 1년간가장심혈을기울인 수

비조직력이이처럼오히려퇴보하는모습을보

인것은선수들의컨디션회복이더딘탓이라는

게중론이다

박문성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수비수들이

공간간격 유지에 실패했고 수비라인을 끊임없

이 조절하는 것은 결국 체력의 문제라고 짚었

다 그러면서 튀니지 역시 우리와 같은 조건이

었지만 우리 컨디션이 더 나빴다면서 조별리

그첫경기를불과 2주정도남겨둔시점에서컨

디션회복이홍명보호가당면한가장큰문제가

됐다고지적했다

한국은 튀니지전에서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한 차례도만들지 못했다 수비시 5백까지 형성

하며두텁게벽을세운튀니지의뒷문을공략하

는데에실패했다

활발한측면공격으로그라운드를넓게써상

대수비진을분산시켜야했지만좌우풀백윤석

영과 이용의 효과적인 오버래핑은 찾아보기 힘

들었다

특히홍명보호의주요득점방식이돼야할역

습상황에서는기성용과구자철이패스를줄곳

을찾지못해우왕좌왕하는모습이눈에많이띄

었다

신 교수는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3개국은 모

두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역습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 득점을 위한 가장

확실한길이라고강조했다

이어 A가 공을 잡으면 B가 움직이고 그렇

게생긴 빈공간에 C와 D가연쇄적으로들어가

A에게 패스할 선택지를 늘려줘야 하는데 튀니

지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횡패스와 백패

스만 남발됐다면서 본선에서 골을 넣고 싶다

면 마이애미 전훈에서 역습의 속도를 배가하는

훈련에집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 연합뉴스

서울마포구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열린한국축구대표팀의출정식에서팬들이홍명보감독및대표팀선수들에게환호하고있다 연합뉴스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韓 16강 확률 49%

골드만삭스보고서

러시아 65%벨기에 62%

무딘 공격헐거운수비조직력약점전훈과제

컨디션회복역습 훈련올인오늘 마이애미출국

회복 더딘김진수빼고박주호발탁

조선대출신국가대표수비수홍정호

(아우크스부르크)가 29일 병원에서 발

목부위에대한정밀진단을받았다

홍정호는 전날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서 열린 튀니지와의 평가전 후반 13분

께 튀니지 공격수 이삼 제마(쿠웨이트

SC)와충돌하면서왼쪽발목부위를다

쳤다 넘어지는 순간 홍정호는 손을 들

어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냈고 이후 들

것에실려그라운드를빠져나왔다

왼쪽발목과발등이이어지는부위를

다친 홍정호는 밤사이 상태를 지켜본

뒤 29일 병원에서 인대나 뼈 손상 여부

를점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많이 붓지

는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목발을 짚

고 부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이고있다고설명했다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약 20일 정도 남

긴 시점이라 뼈나 인대에 문제가 발견

되면 최악의 경우 선수 교체도 고려하

게될수도있다 연합뉴스

발목 부상 홍정호어쩌나박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