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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월드컵축구대회에서 한국과같

은 H조인 벨기에와 알제리가 조별리그 1

차전에서맞붙는다

8개 조 가운데 가장 늦게 1차전 일정을

시작하는H조는 18일오전 1시(이하 한국

시간)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벨기에와 알제리가 맞붙고

같은 날 오전 7시에는 쿠이아바의 판타나

우 경기장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이어진다

벨기에와알제리경기는결과에따라한

국의 16강 진출에도영향을줄수있는한

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으로서는 벨기에

가 승리하는 편이 16강 진출에 더 도움이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위로

H조에서 가장 높은 벨기에가 객관적인

전력대로 알제리 러시아와의 12차전에

모두 승리해야 한국과의 3차전에 다소 여

유를 보일수있기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러시아 알제리와 16강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들 나

라가H조최강인벨기에를상대로승점을

따낸다면 한국으로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마르크 빌모츠감독이이끄는벨기에는

예상 베스트 11의 이적료 추정치가 2억

2001만 파운드(약 3804억원)를 기록해

3326만파운드인알제리에비해거의 7배

나 될 정도로 화려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에 로멜루 루카쿠(첼시)

가 나서고 좌우로 에덴 아자르(첼시) 케

빈 미랄라스(에버턴)가 포진한다 무사 뎀

벨레(토트넘) 케빈 더브라위너(볼프스부

르크) 악셀 위첼(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

크)이 중원을 맡고 수비에는 왼쪽부터 얀

페르통언(토트넘) 다니엘 판바위턴(바이

에른 뮌헨) 뱅상 콩파니(맨체스터시티)

토비 알데르바이럴트(아틀레티코 마드리

드)가늘어선다

골키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티

보쿠르투아가나설것으로보인다

선발미드필더자리를놓고뎀벨레와마

루안 펠라이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쟁이예상되지만최근상승세가돋보이

는뎀벨레의선발출전가능성이더커 보

인다

이에맞서는알제리는벨기에에비해서

는 약체지만 베스트 11이 사실상 전원 유

럽 무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상대가아니다

최전방 공격은 엘 아라비 수다니(디나

모 자그레브) 측면 공격은 리야드 마흐레

즈(레스터시티)와 소피안 페굴리(발렌시

아)가 맡는다 미드필더에는 파우지 굴람

(나폴리) 나빌벤탈렙(토트넘) 사피르 타

이데르(인터밀란) 메흐디 모스테파(아작

시오)가 포진하고 스리백 수비는 마지드

부게라(레퀴야) 자멜 메스바흐(리보르

노) 리아신 카다무로벤타이바(마요르카)

가책임진다

골키퍼는역시유럽파인라이스엠볼히

(CSKA소피아)가맡을가능성이크다

알제리는 2010년남아공월드컵조별리

그세경기에서한골도넣지못했고 직전

월드컵인 1986년멕시코대회에서도마지

막 두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다 벨기에

와의 1차전에서골을못넣으면월드컵본

선사상최초로 6경기연속 무득점의수모

를당하게된다 연합뉴스

브라질월드컵조별리그가한창인가운데각국의미녀들이얼굴에국기를그려넣고열띤응원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내일오전 1시 H조 첫경기벨기에 vs 알제리

벨기에가 이겨 줘야

한국 16강진출유리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B조첫경기에

서 네덜란드에 충격의 15 패배를 당한

스페인이 칠레와의 경기를앞두고대표팀

에변화를줄예정이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비센테 델 보스케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

주요 선수 몇 명을 교체할 뜻을 내비쳤다

고 16일(이하한국시간) 보도했다

델보스케감독은 몇가지변화가있겠

지만급격한변화를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내가 변화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특정 선수를 책망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

라고강조했다

스페인은 지난 14일 2010 남아공 월드

컵결승에서맞붙어이긴네덜란드를상대

로 로빈 판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 아리언로번(바이에른뮌헨)에게두골

씩내준끝에 15로완패했다

대회 기간 중 변화를 꾀하는 이유로 델

보스케감독은 남은경기는적고 우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

고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스포츠인이기에 자신을

스스로발전시키는길외에는선택의여지

가없다며대표팀에 우리는다음경기에

서싸워야하고 인내와 평정심으로 패배

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

려고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

하지만델보스케감독은네덜란드에서

실책을범한주장골키퍼이케르카시야스

(레알 마드리드)를 교체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그었다

델 보스케 감독은 카시야스는 언제나

주장으로서 국가대표 역할을 잘 해왔다

며 네덜란드와의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

견장에서로커로돌아왔을때카시야스는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

다고두둔했다

한편 스페인 대표팀의 또 다른 골키퍼

다비드 데헤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근육부상으로19일칠레전을포함한남은

경기에출전할가능성이불투명해졌다

데헤아는엉덩이를다치는바람에 16일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스페인 대표팀

은 대표팀 의료진이 데헤아의 진전 상태

를 살펴보고 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 판단

할것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델보스케 5골 먹은카시야스교체할생각없다

알제리승리땐 H조혼전

첫패충격속스페인주요선수일부변화예고

미녀월드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