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경기시
각 홈팀 원정팀 구장 휴식팀

4월 24일 16.00 홍콩 -- 대한민국 홍콩 풋볼 클럽, 홍콩 
일본

4월 24일 16.00
카자흐스

탄 -- 아랍 알마티 국립대학 경기장
4월 30일 19.00 아랍 -- 홍콩 바레인 럭비클럽 경기장 카자흐

스탄5월 1일 14.00 대한민국 -- 일본 경산 럭비구장, 경상북도, 
대한민국

5월 8일 16.00 홍콩 -- 카자흐스탄 홍콩 풋볼 클럽, 홍콩 대한민
국5월 8일 14.00 일본 -- 아랍 치치부노미야 럭비구장, 도쿄시

5월 14일 19.00 아랍 -- 대한민국 The Sevens 구장,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5월 15일 14.00 일본 -- 카자흐스탄 치치부노미야 럭비구장, 도쿄시
5월 22일 14.00 일본 -- 홍콩 치치부노미야 럭비구장, 도쿄시

아랍
5월 22일 14.00 대한민국 -- 카자흐스탄 인천 문학구장, 대한민국

아시아 5개국 럭비 특집! 

드디어, ROAD TO RWC 2011입니다! 대한민국 럭비의 사상 최초, 럭비월드컵 본선무대 진

출을 위한 5개국 럭비 일정표가 공개됐습니다. 5개국 중 우승국만이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등을 하면 우루과이와의 아시아/아메리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그 

경기에서 승리해야 유럽/아프리카 플레이오프 승자와의 대결을 통해, 마지막 본선 진출국을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 5개국 럭비에서 우승하여, 단번에 본선무대로의 진

출을 희망해 보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럭비 전문 블로그 운영자 KJ가, 특집으로, 스케줄표 및 각 팀 전력분석

을 펼쳐보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 아시아에선 그래도 최강팀

일본은 2009년 5개국 럭비 우승국임과 동시에, 아시아에선 가장 좋은 실력을 보이고 있습

니다. 그게 현 주소입니다. 일단, 작년만해도, 대한민국은 80-5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패했

습니다. 일단, 부럽지만, 치치부노미야 구장만한 25,000명 이상 수용구장 자체가 대한민국

에 없잖습니까.(문학보조구장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봐야 문학구장은 원래 축구전

용이고, [럭비구장]이란 단어가 무색해지는데요. 아시안게임 전용으로 구장 새로 짓고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알고보니 인천 문학구장 “보조”구장을 쓰게되더군요. 이러



다 월드컵 진출이면, 대혁명입니다.]

하여간 일본은 톱리그에서 럭비 자체가 활성화 되어있으니, 대한민국이 쉽게 따라잡기는 힘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인건, 올해는 한국, 경산 럭비구장에서 일본을 맞이합니다.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때에도 홈에서 경기했을땐, 일본을 꺾고 우승도 했었으니까요.

못한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는거지,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무조건 질리는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 ‘멤버가 젊다’는 양날의 검

대한민국의 3명의 일본 톱리그 선수들 - 김명남선수, 양영훈선수, 채재영선수 -를 빼면, 올

해는 여러 대학에서 신입 멤버가 대여섯명 보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럭비클럽이라면 포스

코, 국군체육부대, 전력공사 쪽에서 멤버가 많이 나오는데, 원 소속팀 멤버들 중에서도 새로 

보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엄청 많이 바뀐거 같습니다. 감적으로는, 말이지요, 적

어도, 작년에 뛰었던 김근현선수, 한건규선수, 김성수선수, 유철규선수, 모두 안보이시네요.

팀을 젊은 선수들로 구성했다는 김명주 감독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조금은 걱정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선수층이 그만큼 얇다는 반증이겠지만, 국제무대 경험이 많은 멤버가 

별로 안보입니다. 이 선수들이 스타로 성장해 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엘리트 선수 양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최적의 플레이오프 스케줄에 감사.

그리고, 이하는, 심혈기울이지도 않고, 한손으로 쓴, 타팀분석입니다.

카자흐스탄 - ‘점점 버거운’일정

일단, 카자흐스탄에 누가 유명한지 관심도 안가는 판국에, 핵심은 3~5주차가 일본,홍콩, 대

한민국순에 안습. 이다.

홍콩 - 뭘 믿고 ‘올해의 다크호스’?

공식사이트 기준, 팬투표 우승팀 득표율 20%권인 홍콩. 7인제 좀 한다고 과연 15인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첫경기 대한민국과 경기를 잘치르면, 마지막주 일본전에 올인은 

가능하다.

아랍- 5개국 럭비 승격국

더더욱 할말없다. 편파적이지만, 정보도 극소수다. 스케줄은...마치... [수비는 뒤에서 박수나 

쳐라]는 느낌이다. 4주차까지 풀로 뛸 이유가, 그것 외엔 없어 보인다. 정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