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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월드컵 16강전 경기에서 관

중이그라운드에난입해경기가중단되는

해프닝이일어났다벨기에와미국의대회

16강전이열린 2일(한국시각) 브라질사우

바도르폰치노바경기장에는전반전도중

한남성이그라운드를달리면서경기가잠

시 중단됐다 슈퍼맨을 상징하는 S 마크

와 여러 문구가 새겨진 푸른 티셔츠에 반

바지 운동화차림의이남성은한동안그

라운드를누비면서벨기에의케빈더브라

위너(볼프스부르크)에게 팔을 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이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벤

치방향으로달려가려고하자경기장관계

자들이들어와제지하면서잠시벌어진소

동은막을내렸다

개최국 브라질을 상대로 투혼을 불

사른칠레의스트라이커가아쉽게승리를

놓친 통한의 순간을 문신으로 새겼다 영

국 데일리 메일은 2일(한국시각) 칠레의

공격수 마우리시오 피니야(칼리아리)가

등허리에새긴독특한문신을소개했다

피니야는붉은유니폼을입은선수가찬

공이상대편골키퍼의위로날아가서는오

른쪽 구석 크로스바를 부숴 버리는 장면

을 문신으로 그려넣었다 지난달 29일 브

라질과의 16강전 11로 맞선 상황에서 연

장 후반 15분 역습으로 마지막 공격 기회

를 잡은 피니야는 브라질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강한 슈팅을 때렸으나 하필 크로

스바에맞고튀어나오는바람에극적인승

리의 기회를놓쳤다 결국 비긴 채돌입한

승부차기에서피니야는첫키커로등장해

실축했고 칠레는 브라질에 8강행 티켓을

내줬다 연합뉴스

리더십 부재사령탑 실수승리에 대

한 열망 부족 등이 브라질월드컵에서 한

국축구를초라하게만들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2일

브라질월드컵에참가한한국일본등아

시아국가들의경기를분석 실패한이유

10가지를제시했다

한국일본이란호주 등 아시아 4개

국은브라질월드컵조별리그 12경기에서

3무9패를기록 한곳도 16강에진출하지

못했다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것은 1990년 이탈

리아월드컵이후 24년만의일이다

ESPN의칼럼니스트존듀어든은아시

아 4개국의 문제로 리더십 부재 사

령탑의 실수 스타들의 침묵 승리에

대한 열망 부족 불운아시아 대륙의

경쟁력 부족 골키퍼의 부진 골잡이

의부재힘든조편성정책등 10가지

의이유를꼽았다 한국축구는대부분의

문제점에서예로거론됐다

ESPN은 리더십의 부재를 설명하면

서홍명보감독이월드컵전박지성을찾

아가 대표팀 합류를 요청한 일화를 소개

했다 이 매체는 무릎이 고장난 박지성

은홍감독의요청을받아들이지못했다

며 박지성의불참으로한국은그가가진

경험과리더십을모두놓쳤다고전했다

사령탑의실수에서는홍감독의수비

운영 실패와 박주영의 기용이 문제점으

로 거론됐다 ESPN은 홍 감독은 한국

의 관대한 수비를 다루는데 실패했다

며 또한 팬들과 언론이 모두 좋아하지

않은 득점력이 부족한(goalshy) 박주영

을붙박이기용했다고지적했다

박주영은 스타들의 침묵과 골잡이의

부재에서도다시거론됐다 ESPN은많

은 한국 축구팬들은 소속팀에서 뛰지 못

한 박주영이 기용되는 것에 반대했다며

한국 축구팬의 걱정은 실제로 증명됐

다고설명했다

골키퍼의 부진에서는 한국의 정성

룡 골키퍼는 러시아전과 알제리전에서

인상적이지못했다고거론했다

승리에 대한 열망 부족을 설명하면서

ESPN은 아시아 국가들의 너무 얌전한

축구를 예로 들었다 이 매체는 승리에

대한불굴의열망은우루과이처럼작은나

라를 축구 강국으로 만든다며 아시아

국가들은그들의인정사정없는불굴의의

지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뜨거운승리에대한열망으로불미스러운

일이발생하기도하지만한국과일본은이

를곰곰이생각해야한다며 필요하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지난27일오전(한국시간) 브라질월드컵조별리그H조 3차전한국대벨기에경기에서0대1로패하며 16강진출에실패한축구대표팀선수들이경기종료후그라운드에누워아쉬워하고있다 연합뉴스

1승도 못 건진 亞 승리에 대한 열망 부족했다
월드컵이모저모

경기장에슈퍼맨난입 선수들은 멀뚱멀뚱

ESPN 아시아 4개국실패요인 10가지 분석

한국 리더십부재사령탑실수박주영기용패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