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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가 18일(한국시간) 열린 러시

아와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에서 선

제골을넣고도결국 11 무승부를거뒀다

월드컵본선출전국이24개국에서32개국

으로 늘어난 1998년 프랑스대회부터 2010

년남아프리카공화국대회까지첫경기에서

비긴팀의16강진출확률은583%였다

첫 경기를 무승부로 시작한 36개 팀 중

에서 21개팀이 16강에올랐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한국은 스페인

과첫경기에서극적인 22 무승부를거뒀

지만결국2무1패로조별리그통과에실패

하기도했다

하지만 이후 네 차례 대회에서 절반 이

상의팀이첫경기에서승점 1을나눠가진

뒤 16강 진출을 이뤘다 한국으로서는 이

근호(상주)의 선제골로 잡은 리드를 끝까

지지키지못한것은 아쉽다

이전 4개대회에서첫경기승리팀의 16

강 진출 가능성은 848%나 됐다 프랑스

대회부터남아공대회까지첫경기에서승

리한팀은모두46개국이중 39개팀이조

별리그문턱을넘어 16강에올랐다

첫경기에서이기고도조 2위안에못들

어 16강행에 실패한 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코스타리카와 아르헨티나 러시

아에이어 2006년 독일대회의체코와 한

국 2010년 남아공 대회의 슬로베니아와

스위스등 7개국뿐이다

물론한국대표팀이첫경기에서패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 홍명보 한국 대표

팀 감독이 러시아와 경기를 앞두고 최소

한지지않는경기를하겠다고밝힌이유

도역대사례가잘설명해준다

첫경기를진 46개팀중 16강에오른팀

은 고작 네 팀에 불과했다 2002년 터키

2006년 가나와 우크라이나 2010년 스페

인만이첫경기에서 패하고도조별리그를

통과했을 뿐이다 2002년 터키와 2006년

가나는 그해 대회 우승팀인 브라질 이탈

리아와각각첫경기를치렀다 2006년 가

나도강호스페인과 1차전을벌이는등각

조최강팀과첫 경기를하다 보니패배이

후에도반전의기회를잡을수있었다

2010년 스페인은 비록 스위스와 1차전

에서 01로져불의의일격을당했지만온

두라스칠레를차례로꺾고조1위로 16강

에 올라 결국 우승까지 차지할 만큼 전력

이막강한팀이었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와 무승부가 못내

아쉽지만최악의출발은피한셈이다

연합뉴스

1차전 비긴팀 583% 16강 갔다

1998년 이후 36개팀 중 21개팀 진출

첫 경기 이긴팀은 848% 16강 올라

18일브라질쿠이아바판타나우경기장에서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조별리그H조 1차전한국과러시아

의경기에서한국의수비수한국영이오버헤드킥으로문전에서공을걷어내고있다 연합뉴스

신형진공청소기 한국영(24가시와레

이솔)의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가 홍명보

호에귀중한승점 1점을가져다줬다

홍명보감독이이끄는한국축구대표팀

은 18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

의아레나판타나우에서열린러시아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에서 11로비겼다

수비형미드필더로선발출전한한국영

은 2002 한일 월드컵 때 세계적인 스타

들의 발을 묶었던 김남일을 연상케하는

플레이로고비마다러시아의예봉을막았

다

자신의첫월드컵무대임에도기죽지않

고그라운드곳곳을누비며강력하고정확

한태클로러시아선수들을막아섰다

러시아 선수들이 기성용을 집중마크하

고나설때면적소에공을뿌리며한국공

격의윤활유역할까지했다

한국은경기초반러시아에게다소밀리

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전반 24분 한국영

이두차례연속태클로공을빼앗아박주

영에게 연결하는 등 투지 넘치는 플레이

를이어가자분위기는한국쪽으로넘어왔

다

다소지루한경기에전반 20분께부터터

져나온브라질관중들의야유소리도그의

허슬 플레이가 계속되자 환호성으로 바

뀌었다

경기뒤믹스트존에서취재진과만난한

국영은 경기가끝날을때내유니폼이가

장 더러워져 있어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

경기를 뛰었다 진흙으로 유니폼이 범벅

이돼야한다고다짐했다고결의에찬표

정으로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영 고비때마다러공격차단 신형 진공청소기

오버헤드킥수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