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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호 패스패스빠르게정확하게

패스! 패스! 빠

르게!

카타르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

종예선 8차전(한국

시간 6월 14일 오

전 4시카타르 도

하)을 앞두고 소집훈련에 나선 슈틸리케

호가 빠르고 정확한 패스에 집중하며 팀

색깔을서서히바꿔나가고있다

울리슈틸리케축구대표팀감독은 30일

오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훈련이틀째를맞아조기소집된12명

(필드플레이어11명골키퍼 1명)과함께 1

시간 30여 분동안강도높은패스훈련과

더불어선수들의체력끌어올리기에집중

했다

대표팀은초반부터중앙선부근에상대

선수를가상한수비벽10개를세우고그라

운드 양편에 선수를 6명씩 배치한 침투패

스훈련에집중했다

수비벽 사이의 공간이 좁아 선수들은

패스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애를 먹었고

슈틸리케감독은선수들의패스를유심히

지켜보며훈련을독려했다

선수들은패스하고나서재빠르게다른

방향으로이동해다시패스를받는동작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대표팀 관계자는 카타르전

의핵심으로빠르고정확한패스를선택한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 변화를 읽을 수 있

는대목이라고귀띔했다

슈틸리케감독은카타르전에나설 24명

의 명단을발표하면서타깃형스트라이커

를이용한 롱볼축구에의존하지않고전

방에서공격수들의유기적인패스를통한

득점에집중하겠다는뜻을강조했다

이 때문에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전

북)을 빼고 신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활

동량이 좋고 멀티플레이 능력을 갖춘 베

테랑이근호(강원)를선발하기도했다

패스의 두 번째 훈련에서는 공간을 더

욱좁혀서패스훈련을했고 세번째단계

에서는직접선수들이수비수역할을맡아

맨투맨으로압박할때유기적인패스로볼

을침투시키는훈련까지진행했다

1시간여 동안 패스 훈련에 집중한 슈틸

리케 감독은 이어 이재성(전북) 이청용

(크리스털 팰리스) 지동원(아우크스부르

크) 기성용(스완지 시티) 한국영(알 가라

파) 등 6명의 선수를 불러모아 인터벌 훈

련을실시했다

선수들은훈련복속에심박수체크기계

를착용하고 10초동안전력질주 또 10초

동안느리기걷기를반복하면서기초체력

끌어올리기에집중했다 나머지선수들은

분위기 전환차원에서그라운드한쪽에서

족구로회복훈련을진행했다 연합뉴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U20)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기존의

승부차기순서방식이바뀐다

대회조직위는 30일 FIFA는이번

대회에서 기존의 승부차기 방식 대신

ABBA(아바)라는새방식을시범도

입하기로했다라고밝혔다

그동안 승부차기는 동전 던지기로

선후축을결정한뒤A팀B팀A팀

B팀의 지그재그순서로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선 A팀B팀B

팀A팀A팀B팀B팀의 순으로 승

부차기를진행한다

이는 승부차기에서 후축팀이 불리

하다는지적에대응한조치다후축팀

선수들은상대팀선수들의슈팅장면

을 확인한 뒤 공을 차게 돼 심리적인

부담감을가질수있다

이에 축구 규칙을 제정하는 IFAB

(국제축구평의회)는 지난 3월 연례정

기회의에서 축구의 공정성을 증진하

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승부차기 시스

템을 2022년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했

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선축

팀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수있다는목소리도있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병지 스포

티비 해설위원은 선축팀이 첫 슈팅

을 넣지 못한다면 02로 밀리는 상황

에서 두 번 연속 공을 차야 할 수 있

다라며 과거엔 1골 차 승부가 이제

는 2골차승부가될수있어선수들이

겪는 심리적인 압박은 더욱 커질 것

특히 선축팀 첫 키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설명했다

한편 U20 월드컵은 FIFA 주관대

회사상최초로ABBA시스템을도입

한대회로기록에남게됐다 연합뉴스축구대표팀은러시아월드컵최종예선카타르원정에서빠르고정확한패스로득점을

낸다는계획이다이근호가지난29일파주NFC에서패스훈련을하는모습 연합뉴스

월드컵 대표팀 소집훈련 이틀째

6월 14일 카타르원정경기

롱볼대신신속패스전술변화

이청용기성용등체력훈련도

U20 시범도입 ABBA 승부차기

김병지 선축팀실축땐매우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