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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속해

싸울H조벨기에 러시아 알제리등에서

주목할선수는누구일까

10일(한국시간) AFP통신은 벨기에의

아자르와 악셀 위첼(제니트 상트페테르

부르크) 알제리의이슬람슬리마니(스포

르팅리스본) 러시아의알렉산드르케르

자코프(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

의 손흥민(레버쿠젠) 등 5명을 H조에서

눈여겨봐야할선수로선정했다

아자르는H조최강벨기에에서도전술

의핵으로꼽히는선수다

1991년생이지만벌써국가대표로 44경

기에나섰다

AFP통신은 유럽에서 가장 돋보이는

윙어 중 한명이라며 때로 게으르다는

비판도 받지만 이번 월드컵은 그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라

고 평가했다 아자르는두려움없는플레

이와 공을 다루는 와중에도 폭발적인 스

피드가 강점이다

2011년프랑스프로축구릴을리그앙(1

부 리그) 정상에올려놓고잉글랜드프로

축구첼시로이적한그는이번월드컵이

후세계정상급선수들을끌어모으는 프

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이 점쳐

지고있다

아자르의 동료 위첼은 돋보이지는 않

아도 벨기에의 부상을 묵묵히 뒷받침하

는 선수로평가받는다

2009년 벨기에 프로축구 스탕다르 리

에주에서 뛰면서 라이벌 안더레흐트 선

수에게깊은태클을가해큰부상을유발

해악명을얻기도했다

하지만중원에서의위력적인플레이로

아자르와 루카쿠를 충실히 지원하면서

대표팀에서확고히자리잡았다

알제리의슬리마니는포르투갈의명문

스포르팅리스본에서공격수로활약하고

있다

AFP통신은 그의존재는이번월드컵

에서 알제리를 쉽게 여길 수 없는 이유

라는말로슬리마니의위상을요약했다

2009년 알제리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

로옮길당시그의몸값은 1만5천유로(약

2천만원)였으나 지금은 그를 둘러싸고 1

천만 유로(약 138억원) 규모의 이적 논의

가오가고있다고AFP통신은전했다 다

만 흥분으로 경기를 그르치기도 한다는

평가도있다

알제리에는 소피앙 페굴리(발렌시아)

도있다 알제리계로프랑스대표팀의 아

트사커를 지휘한 지네딘 지단을 연상시

키는 플레이 스타일로 제2의 지단으로

불리는선수다

러시아의 케르자코프는 5명의 선수 중

32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베테랑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교체선수로출전

현재러시아대표팀선수중유일하게월

드컵본선을 경험했다 그는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의붙박이공격수로활약하

면서지금까지 200골 이상을기록했다

파비오 카펠로 러시아 대표팀 감독은

그간 러시아 축구의 스타였던 안드레이

아르샤빈과로만파블류첸코를탈락시키

고 케르자코프를 부동의 원톱으로 세웠

다 케르자코프가 카펠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지가관심사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

다 AFP통신은 손흥민은 2002 월드컵

의 영웅이었던 홍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

이 아시아축구의새로운영광의시대를

열어젖히는 데 힘을 줄 수 있는 신세대

선수라고묘사했다

아울러 레버쿠젠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지급하고손흥민을함부르크에

서데려온일과그가 FC서울의볼보이로

축구에 발을 들였다는 일화 등을 소개했

다 연합뉴스

HOT한 H조뜨거운승부

AFP통신 손흥민 등 5명 눈여겨봐야할선수 선정

대한민국손흥민

아시아영광의시대열선수

벨기에아자르

유럽에서가장돋보이는윙어

알제리슬리마니

그가있으면알제리는강팀

러시아케르자코프

카펠로사단부동의원톱

러시아

알렉산드르케르자코프
대한민국

손흥민

벨기에

에당아자르

알제리

소피앙페굴리

홍명보호가 마지막 담금질을 할 이구

아수 베이스캠프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태극전사의입성을기다리고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오전(이하현지시간) 브라질파라나

주의포스두이구아수에도착한다

11일저녁대표팀이숙소로쓸버번카

타라타스컨벤션리조트(버번호텔)는 최

소 보름여간 태극전사를 손님으로 맞을

모든준비를끝낸듯평온한모습이었다

버번 호텔은 세계적인 명소인 이구아

수폭포에서불과 12떨어진곳에위치

한 5성급휴양리조트다

고급 호텔답게 태극전사들이 피로를

풀수영장과스파개인훈련을할헬스장

등편의시설이완비돼있다

홍명보호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지원도아끼지않는다

지난 1월전지훈련차이곳을미리찾은

대표팀은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했고 호

텔측은흔쾌히이를수락했다고한다

일반인이 아닌 대표 선수들이 사용해

도부족함이없을정도로러닝머신등헬

스장의운동기구를대폭확충했다

또 40여석 규모의 로비층 식당이 규모

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하의 대규모

연회장을 대표팀 전용 식사 장소로 내줬

다

대표팀 신동일 부조리장은 일찌감치

버번호텔에짐을풀고식재료공수와밑

반찬준비를완료해둔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직원 2명도 선발대로 이

곳에도착해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

태극전사들이 짐을 푸는 12일 오후부

터는숙박객이아닌일반인은물론 취재

진까지모두호텔출입이금지된다

대표팀은 방사형 모양으로 지어진 이

호텔의한쪽동 60여개객실을 사용하는

데각층마다현지의보안요원이하루 24

시간철통경비를서게된다

2인 1실을 썼던 지난 전지훈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선수들이 각각 방 하나

씩을써더꿀맛같은휴식을맛볼수있게

됐다 대표팀 관계자는 파주NFC(축구

대표팀 트레이닝센터)를 그대로 옮겨놓

은 것처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만

족감을표했다

태극전사들이마지막으로담금질을할

훈련장인 페드로 바소 경기장은 호텔에

서 차량으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

에있다

해가지면기온이섭씨 15도내외로쌀

쌀하지만 주로 훈련이 이뤄질 한낮에는

2025도 정도여서 축구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된다

다만 가끔 새벽에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질 때가 있어 대표팀이 유의해야 한

다는게현지인들의전언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대표팀결전의땅브라질입성

이구아수베이스캠프서

러시아전대비마지막담금질

2014 브라질월드컵한국대표팀의공식훈련장인브라질포스두이구아수의페드로

바소경기장정문앞도로에태극전사의사진이들어간배너가걸려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