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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위한 시간,
남은 3
개월
강팀도 추락할 때가 있고
약팀이 상전벽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예측 불가능한 매력 속으로 빠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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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2013년 8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이후
치뤄진 경기들로 인한 순위 상세변동은 있으나,전체 기사의 내용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로 수정 없이 게재합니다.
학기가 시작했다.리그도 함께 재개된다.지난 3월 21일 케사(
전자공학)
과 바이
퍼스(
경영)
의 경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한 ‘
매치 오브 더 위크’
는 북악리그의 소식
을 상세하게 전하려 최선을 다했다.재미있다는 칭찬과 너무 뻔한 골 소식만
전한다는 질타 속에서 보낸 1학기,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모든 관심이 감사
할 뿐이다.본격적인 2학기 경기들을 소개하기 전,팀별로 최소 2경기에서 최대
5경기씩 남겨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 플레이오프 진출 및 우승 예상팀,그리고
득점왕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작년 북악리그 2,
3위들의 추락
중위권과 승격 팀들의 반란
북악리그에는 뚜렷한 강팀과 약팀이 존재한다.근 10년간 7회 우승을 차지한
한마음(
체육)
이 강팀이라면,이 팀에게마저 진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소문난 K-1(
경영)
이 대표적인 약팀이다.하지만 강팀도 추락할
때가 있고 약팀이 상전벽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섣부른 예측을 불허하는 점이
야말로 스포츠의 매력이다.이런 점에서 올해 북악리그는 매력을 듬뿍 담고 있다.
작년 북악리그 준우승 팀인 레알모멘트(
건설)
는 현재까지 단 1승에 그치면서
성곡리그 9위에 위치하고 있다.작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포레스트(
삼림)
또한 해공리그에서 레알모멘트와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반면 작년에 승격된
로니즈(
언론정보)
는 무서운 기세로 승점을 쌓아 해공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막차
인 4위에 올라있다.더 재미있는 점은 작년엔 중위권에 머물렀던 판타지스타
(
행정정책)
와 쉐도우(
경제)
가 현재 성곡리그와 해공리그 1위 주인공이란 점이다.
그러기에 올해 북악리그의 판세를 예측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3위까진 확정적인 리그별 PO진출권
남은 한 자리를 향한 혈투
올해 리그별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꼽는 것은 조금 복잡하다.성곡리그에서는
현재 리그 1위 판타지스타와 2위 야스크(
국제통상)
,매해 거의 빠짐없이 플레이
오프에 진출해 온 3위 컬스(
법)
는 확정적으로 보인다.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나머지 한자리다.현재 4위인 BI
T(
경영정보)
와,BI
T보다 한경기 씩 덜 치른
스케일(
건축)
,공사랑(
기계시스템)
,슈팅(
컴퓨터공학)
이 벌일 경합이 치열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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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리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1위부터 3위
까지인 쉐도우,한마음
(
체육)
,케사가 순위변동
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것으로보인다.
막차는 어떨까?현재 4
위(
로니즈)
와 5위(
포리
원,신소재공학)
의 승점
차이는 단 1점.6~
8위
팀들은 4위와 5위에
비해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태다.마지노선인 4위
자리를 놓고 벌일 혈투
가 리그 막바지의 관전
포인트다.

우승권에서
재회한 작년 8강
PO라이벌,
야스크와 한마음
현재 각 리그의 1위 팀은 판타지스타와 쉐도우지만,득점력과 경기력을 살펴보면
유력한 우승후보는 팀 득점 순위 1,2위의 한마음과 야스크,두 팀이다.우연히도 두
팀은 작년 8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사이다.작년 두 팀의 경기에서는 1:
0으로 한마음
이 승리한 바 있다.올해는 어떨까?야스크의 올해 팀 득점 순위는 한마음에 이은 2
위(
16득점)
.
단순히보면한마음보다득점력이뒤쳐져보인다.
그러나기록을좀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야스크의 경기당 득점은 2.
67점.2.
38점의 한마음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무엇보다
한 선수에게 득점이 쏠려있지 않다는 점이 고무적이다.이현우,신동형,김영진 선수가
각각3골을넣어한선수의부진을다른두선수가매워줄수있다는점은우승경쟁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작년 플레이오프에서의 패배가 야스크에게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는점또한무시못할요소다.
다른후보로는케사와컬스를꼽을수있지만,
야스크
와 한마음의 득점력,1학기에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에는 밀려 보인다.

팀 득점 1위인 한마음
득점왕 배출에 성공할까
세 선수가 고르게 득점 중인 야스크와 달리,팀 득점의 1/
3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한마음의 권호성 선수(
6골)
는 개인 타이틀인 득점왕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5골을 기록 중인 이윤재(
까멜레온,정치외교&사회)선수가 2위로 바짝 추격하고 있지
만,한마음의 득점력을 생각하면 그의 득점왕 배출을 점쳐볼 수 있다.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스포츠의 매력은 예측 불가능함에 있다.어떤 경기에서 컨디션이
좋은선수가골을몰아쳐단숨에득점선두가되는이변이없으리라고장담하랴.
리그가
재개됐다.예측 불가능한 매력 속으로 빠질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