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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월드컵축구대회 조별리그H조

1차전 벨기에와 알제리 경기를 하루 앞둔

17일(한국시간)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주경기장기자회견에들어온마

르크빌모츠벨기에감독과바히드할릴호

지치 알제리 감독은 나란히 20년도 훨씬

지난얘기를꺼내며회상에잠겼다

빌모츠 감독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에서벨기에가 4강에갔던시절을떠올렸

고 할릴호지치 감독은 1982년 스페인 대

회에서 알제리가 서독을 물리친 장면에

대해말했다이는두나라가이번대회에

서 바라는 목표치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

다

먼저벨기에는 1986년 멕시코대회에서

4강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별리그

에서는 1승1무1패로 3위에머물러가까스

로 16강에올랐으나 16강에서소련 8강에

서 스페인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렸고 4강

에서 당시 최고의 선수로 불린 디에고 마

라도나가이끄는아르헨티나에지는바람

에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이는 지금까

지도벨기에의월드컵사상최고성적으로

남아있다그뒤로는 8강에도올라보지못

했다

벨기에는에덴아자르(23) 로멜루 루카

쿠(21이상 첼시) 마루안 펠라이니(27)

아드난 야누자이(19이상 맨체스터 유나

이티드) 등 젊고능력있는선수들이많아

황금 세대로 불린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다시 오른

벨기에는이번 대회에서1986년대회처럼

4강이상을내심넘보고있다

알제리는 1982년 스페인월드컵조별리

그에서 칼하인츠 루메니게가 버틴 서독

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비록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맞붙은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담합성 경기 때문에 2라운드 진출에는 실

패했으나 이 장면은 지금까지 알제리가

월드컵본선에서만들어낸최고의장면으

로 꼽힌다 할릴호지치 알제리 감독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그때와 같은 이변을 반

복하려면 운도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운이라는 것도 준비를 잘한 팀에 따르기

마련이라고말했다

사실 알제리는 벨기에처럼 4강을 노리

기에는 전력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소피안페굴리(25발렌시아) 나빌

벤탈렙(20토트넘) 사피르 타이데르(22

인터밀란)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 강팀을 혼낼 수 있는 저력

만큼은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조별

리그에서 32년 전처럼이변을일으킨다면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5경기연속무득점의불명예도

곧벗어날수있다

18일 쿠이아바에서 1차전을 치르는 한

국은 당연히 어게인(Again) 2002가 바

랄수있는최상의시나리오다 2002년 한

일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4

강에오르는쾌거를달성한우리나라는이

번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의 목표를

노리고있다

한국의 1차전 상대인 러시아는 축구에

서만큼은옛 소련 시절이 그리울터다 소

련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등8강이상의성적을네차례나기

록하며전세계축구강자로통했다 하지

만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서는 한 번도 16

강에도나가지못했다

저마다 어게인을외치는H조 4개국가

운데어느나라가영광재현에한발더가

까이 다가서게 될지는 18일 1차전이 끝나

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파란의 4강 다시 한번더

옛영광재현꿈꾸는H조

벨기에 86년 대회최고성적

러시아 66년 대회 4강 올라

한국도 어게인 2002 넘봐

알제리 82년 서독격파이변

지난 14일열린브라질월드컵B조첫경기스페인네덜란드전에서나온로빈반페르시(네덜란드)의공중에서날아오른듯한헤딩골이슈퍼맨등 슈퍼히어로 패러디를양산하

고있다

전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은 로빈 판 페

르시(31맨체스터유나이티드)다

미국의 보도전문 채널 CNN은 최근

SNS에서 오렌지 군단의 스트라이커 판

페르시의헤딩슛을따라하는 이른바 페

르싱(Persieing) 열풍이 거세다고 17일

(이하한국시각) 보도했다

판페르시는지난 14일브라질사우바도

르의아레나폰테노바에서열린스페인과

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네덜란드의 51 대승에앞장섰다특히네

덜란드가 01로 뒤진 전반 44분에 중원에

서날아온긴패스를그림같은헤딩동점

골로연결한판페르시의역동적인움직임

은전세계의이목을끌기에충분했다

팬들은재빨리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중력을 거부하는 듯한 판 페

르시의멋진헤딩슛을패러디한이미지와

영상들을올렸다

CNN은요즘트위터는 날아가는네덜

란드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려

는축구팬들로넘쳐나고있다고전했다

2014 브라질월드컵 첫 경기에서 포

르투갈에완승을거둔독일대표팀의공격

수 루카스 포돌스키는 자국 출신의 포뮬

러 원(F1) 황제 미하엘 슈마허에게 승리

의 영광을 돌렸다 포돌스키는 17일(한국

시각) 열린 포르투갈과의 대회 조별리그

G조 1차전을 마치고 슈마허가 혼수상태

에서깨어난소식이선수들의사기를높였

다고말했다

포돌스키는 슈마허는 매우 좋은 사람

이며 축구도 열광적으로 좋아한다면서

아마우리경기를보고결과도알고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날아가는네덜란드인판 페르시헤딩슛패러디봇물

포돌스키 독일승리는혼수상태서깨어난슈마허덕분

월드컵 이모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