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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월드컵 축구대회 E F조의 16강 진출 티켓

주인공이 26일(이하한국시각) 가려진다

아직한국가도16강진출을확정하지못한E조에서는1

2차전에서 화끈한 골 잔치를 벌여 연승을 달린 프랑스가

이변이없는한16강에진출할것으로보인다나머지한자

리는에콰도르와스위스가경합을벌이고있다

아르헨티나가 16강 진출을 확정한 F조에서는 나이지리

아와이란이 16강을노리고있다

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오전 1시베이라히우 주경

기장)나이지리아는패배만면해도 16강에오를수있다

나이지리아는 승점 4를 기록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

한아르헨티나(승점 6)에이어 2위를달리고있다승점 1만

더해도 3위인이란(승점 1)의희망을꺾을수있는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상대는 F조 최강 아

르헨티나다여기에나이지리아는빅터모지스(리버풀) 고

드프리오보아보나(리제스포르) 루번가브리엘(베베렌)이

몸상태때문에출전여부가불투명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란(오전 1시폰치 노바경

기장)이란은 일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잡아야 16

강을바라볼수있다 이어아르헨티나가나이지리아를꺾

는도움도받아야한다

이란은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경기대부분꽁꽁묶는

단단한수비를선보여자신감을얻었다 만일 이란이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를 10으로 꺾고 나이지리아가 아르헨

티나에 01로지면 16강진출은운에맡겨야한다 이때이

란과 나이지리아는 승점 골 득실 다득점에서도 같다 조

별리그 1차전에서도양팀은 00으로비긴바있다

순위를가릴요소에서양팀의우열이나뉘지않으면국제

축구연맹(FIFA)은추첨을통해16강진출국을결정한다

온두라스스위스(오전 5시아마조니아 경기장)스

위스는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어렵다 승점 3(골 득실 2)

을기록중인스위스는프랑스(승점 6골득실+6) 에콰도

르(승점 3골득실 0)에 이어 E조 3위를달리고있다 온두

라스(승점 0골 득실 4)를 꺾고 프랑스가 에콰도르를 물

리쳐줘야 16강에 오를 수 있다 스위스로서는 프랑스와의

2차전에서 5실점이나 한 헐거운 수비 조직력을 얼마나 끌

어올렸는지가관건이다

온두라스가 16강에오르려면기적이필요하다 앞선조별

리그 2경기에서모두진온두라스는스위스를큰점수차로

물리치고에콰도르가프랑스에지면16강에진출할수있다

에콰도르프랑스(오전 5시마라카낭 주경기장)조

별리그에서화끈한골잔치를벌인프랑스가 3전전승을거

둘수있을지주목된다 프랑스는앞선 2경기에서 8골을올

려매서운화력을과시했다 1위로조별리그를마치면 16강

에서까다로운상대인아르헨티나를피할가능성이크다

에콰도르는 16강진출을위해승리만바라고있다

프랑스와 에콰도르를 대표하는 골잡이인 카림 벤제마

(레알 마드리드)와 엔네르 발렌시아(파추카)의 골 대결도

관심거리다 벤제마와발렌시아는나란히 3골을기록중이

다 연합뉴스

느긋한 프랑스 3승 조1위 벼랑끝 에콰도르 지면 끝

유럽 도박사들이 한국이 2014년 브라질월드컵 본선

에서 16강에진출할수없을것으로일제히전망했다

24일 현재영국의베팅정보업체 오즈체커의 집계에따

르면 유럽 베팅업체 22곳은 H조의 16강 진출국을 맞히는

종목에서한국의배당률을각각 1840까지 잡았다 배당

률 18은 1유로를 걸어 결과를 맞히면 18유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알제리는 0점대배당률로 16강가능성이가장큰것으로

평가됐고 러시아가 1점대배당률로뒤를이었다

베팅업체의 도박사(오즈메이커)들은 출전국의 전반적

전력 선수들의컨디션 조별리그의상황등을종합적으로

분석해배당률을책정한다

2014 브라질월드컵 16강 진출 여부가 판가름나는 3

차전을앞두고아프리카의강호코트디부아르에서는대통

령이직접 2배의보너스를약속하고나섰다

AFP통신은코트디부아르의알라산와타라대통령이만

약그리스와의3차전에서승리한다면승리보너스를2배로

늘리겠다고 선수들에게 약속했다고 24일(이하 한국시각)

보도했다

1승1패 승점 3점으로 콜롬비아(6점)에 이어 C조 2위를

달리는 코트디부아르는 25일 열리는 그리스와의 3차전에

이기면 16강진출이확정된다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현재 경기에 승리할 경우 2만

4400달러(약 2500만원)의보너스를받는다 연합뉴스

혼돈의 EF조 내일 새벽 16강 결판

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전도관심

보스니아만난이란도 기적 노려

배팅업체들한국 16강 희박배당률알제리의 40배까지

프랑스카림벤제마 에콰도르엔네르발렌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