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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맨에 무라이미츠루(村井満)가 취임

J리그의 키잡이를 맡게된 무라이 새 체어맨. 새로운 집행체제도 갖추어져, 2014시즌에 출범했다.

전무이사, 상임이사 이하, 2014시즌 집행체제가 정돈. 국내 축구시즌도 개막

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J리그)는 1월31일, 2014년도 제1회 사원총회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사원총회에서 J리그 이사
에 선임된 무라이미츠루 이사가, 그 후에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제5대 체어맨(이사장)으로 선임돼, 같은 날 취임했다. 아울러 中野
幸夫 J리그 전무이사가 계속 이엇고, 大河正明 J리그 이사 및 中西大介 J리그 이사가 상무이사로 선임돼, 함께 같은날 취임했
다. 이사,감사,특임이사 진용도 결정돼, 2014시즌부터 집행체제가 갖추어졌다. 한편, 2월22일에는「FUJI XEROX SUPER CUP 
2014」가 개최대, 국내 축구시즌 막을 열었다. (2~3페이지 관련기사)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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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감이 넘치는 새로운 J리그를」
무라이미츠루 새 체어맨

무라이미츠루 새 체어맨은 임시이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J리그 자체의 활성화를 
더욱 더 진행해 가겠다」며 방침을 말했
다. 구체적으로는 「피치위의 퀄리티를 
좀더 높혀, 공정하고 매력적인 축구를 복
돋워간다」라며 말하며, 관전환경 개선, 
선수,코치의 육성, 스포츠 매니지먼트 인
재육성, 패느서포터,파트너를 비롯해 스
포츠홀터,미디어 등과 커뮤니케이션도, 
이후에 노력하는 테마로 꼽았다.
이사회 멤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업무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것을 극복해 가기위해서는 이사회 멤버에
게 전문성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테
마」라는 체어맨. 「축구에 한정되지 않
은 종합 스포츠문화를 넓혀가는 건시 J
리그의 이념이며, 그런 식견 높은 멤버도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 J리그내의 조직 변경에 대해서도 업
급. 「젊은 스태프가 자발적으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큰 폭의 권한 양도
를 해 3본부제를 취했다.」는 걸 밝혔
다. 그리고 「스피드감이 넘치는 새로운 
J리그를 발족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 특임이사 중, 여자 마라톤에
서 활약한 有森裕子 이사는 「일본에  
지금부터 스포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돼 갈지를 넓혀갔으면 한다」며 포부,감

바오사카,빗셀코베에서 뛰었던 宮本恒靖 
특임이사는 「J리그로 인해 성장해, 그
걸 환원하는 입장」라며 자신의 역할을 
말했다.
또, 大東和美 전 체어맨은 주식회사 J
리그 미디어프로모션 이사장으로 취임함
과 함게, J리그 명예회원으로 선임.「좋
은 사이,부하와 즐겁게,성실히 일할수 있
었던 것에 감사하고 싶다」라며 퇴임 인
사로 임기를 마쳤다.

무라이 미츠루(村井 満) 프로필

이사,감사,특임이사

※표:신임                   나이는 2014년4월1일 현재

·임기는 2014년 1월31일부터 2014년3월12일 및 2014년3월12일 이후 2년간
(정관 제25조[임원 임기]:선임후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마지막 것에 관한 정시사원 총원 종결 시까지)
·임원은 취임하는 연도의 4월1일현재로, 만65세미만이어야한다.
단,이사회가 지정한 체어맨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취임하는 연도의 4월1일 현재로, 만70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4조[임원 임기등]:2014년 1월1일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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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선수 활약의 산프레체히로시마가 조짐 좋은 시작
J리그 시즌 첫 공식시합, 그리고 첫 타이틀 건 대회이기도 한「FUJI XEROX SUPER CUP 2014」가 2월22일, 국립경기장에
서 개최돼, 2013 J리그 챔피언인 산프레체히로시마가 제93회 일왕배 전일본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의 요코하마F마리노스를 2-0
으로 이기며, 2년연속 3번째 우승을 장식했다. 히로시마에게는 3000만엔, 준우승의 요코하마FM에게는 2000만엔이, 각각 상금으
로 수여됐다.

전 시즌 J리그 챔리언과 일왕배 전일본 
축구선수권대회 우승팀이 J리그 개막 1
주일전에 대결해, 시즌 개막을 알리는 대
회. 7월부터 보수가 시작되는 현재 국립
경기장에서 마지막이 되는 이 대회를, 4
만1273명 관중이 지켜봤다. 올해로 21
회째가 되는 대회에서 3번째, 1995년 
이후, 19년만이었다.
시합은 시작부터「공격적으로 나가자」
는 森保一 감독이 내보낸 산프레체히로
시마의 적극성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

2014년2월22일 13:36킥오프 국립경기장
  산프레체히로시마 2 0 요코하마F마리노스

[득점경과] 6분 1-0 (히) 野津田 岳人
        66분 2-0 (히) 浅野 拓磨
[입장자수] 4만1273명
[주심] 佐藤隆治 [부심] 大塚晴弘／越智新次
[대기심] 木村 博之

른 6분에는 19살의 MF野津田岳人가 
선제골을 넣었다. 그리고 후반에 들어 
66분, 역시 19살의 FW浅野拓磨가, 
野津田의 패스를 받아 추가골을 넣어, 
리드를 2점으로 넓혔다.
리그에서 2연패를 장식한 작년에 이어
「조짐 좋은 시작을 했다」라는 森保감
독. 새해 첫날 일왕배 결승에서는 결과를 
남길수 없었던 野津田,浅野에 대해서는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속삼함을 
떨쳐내고 성장했다」고 칭찬했다.
한편,4번째 출전이었던 요코하마FM은 첫
우승은 못했다. 작년시즌 JFㅣ그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MF中村俊輔도 힘든 
마크를 당하는 등,樋口靖洋감독은「특
히 볼 공방은 상대가 좋았다」라며 승리
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인 히로시마의 
플레이를 회상했다.

이 결전 전에 열린「NEXT GENERATI 
ON MATCH」(전후반 각 35분)애서는 
일본고교 축구선발 (제92회 전국고등학
교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선수를 중심으로 
편성)이 U-18 J리그 선발에 1-0으로 승
리했다.

村井 満 J리그 체어맨 코멘트
「오늘은 체어맨으로 데휘전이 됐지만, 매우 조짐 
좋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4만1273명이라는 
매우 많은 관중이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킥오프와 동시에 시합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며 응원했습니다. 우승한 산프레체히로시마
는 젊은 19살 콤비의 활약이 매우 강력한 인상이었
습니다. 앞으로가 매우 기대됩니다. 요코하마F마리노
스는 왼쪽 콤비의 새로운 형태를 보고싶었지만, 조
금더 연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개최된 
감독회의. 킥오프 회의에서도, 각 클럽,감독,선수에게 
(1)휘슬이 울릴때까지 전력으로 플레이한다. 쉽게 쓰
러지지않는다. 바로 일어난다. 심판에 불평하지않는
다 (2)재시작을 늦추지않는다 (2)보기싫은 시간벌기
처럼 선수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세 개의 바람을 
했지만, 올늘 시합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고, 활발한 
플레이를 볼수 있었습니다.」 (발췌)

요코하마FM의 中村는 힘든 마크를 당했다 킥오프전「FUJI XEROX 별미파크」에서는 많은 팬,서포터가 각지의 맛을 봤다

青山(좌),中村 양 주장에 의한 부흥지원선언 클럽마스코트가 J리그티켓캠페인 당선자와 기념촬영
NEXT GENERATION MATCH는 양팀이 

마지막까지 승리를 노리며 싸웠다

공격적인 싸움으로 쾌승하며,훌륭히 올시즌 첫타이틀을 획득한 히로시마
히로시마의 선제골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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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위원

실행위원 선임

참여선임

「＋Quality 프로젝트」에 대한 2014시즌 노력

하프타임 15분 확보 도입

전자통신시스템 (심판무선) 도입

테크니컬에어리어 사용에 관한 규정 변경
챔피언십(가칭)은 H&A방식으로 실시

세레소오사카 연고지 추가

J리그는 1월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임했다.

전문위우언회 일람
  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재정위원회

법무위원회

규율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
매치커미셔

널위원회

마케팅위원

회

J리그는 1월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처럼 실행위원 변경을 승인했다.

실행위원
클럽명             변경전           변경후

아비스파
후쿠오카

J리그는 2월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처럼 실행위원 변경을 승인했다.

실행위원
클럽명             변경전           변경후

토치기SC

더스파쿠사츠
군마

우라와레즈

츠에겐
카나자와

J리그는 1월3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처럼 실행위원 변경을 승인했다.

참여
이름                     재적기간

J리그는 2015시즌 이후 도입하는 포스트시즌 대회방식에 대
해, 챔피언십(가칭)의 H&A 방식에 의한 실시를 결정했다. 18
클럽에 의한 2스테이지제 리그전후, 각 스테이지 1위팀 및 연
간우승 2위,3위팀 (합4팀)이 출전하는 슈퍼스테이지(가칭)를 
개최. 승자가 연간승점 1위 팀과 챔피언십에서 대전한다.

J리그는 1월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세레소오사카의 연고지 추가를 승인했다.

세레소오사카 연고지      ※굵은글자가 추가된 시
변경전                     변경후

J리그는 2012시즌부터 J리그 시합을 관전하는 사람들에게 보
다 매력적인 시합을 제공하기 위해「＋Quality 프로젝트」를 
발족해, 이의행위,지연행위 감소, 액추얼플레잉타임 증가등에 노
력하고 있다. 2014시즌은 더욱 시합을 매력적으로 하기위해, 
지금가지 실천하고 잇는 노력에 더해, 시합의 매력을 깨는 행
위를 없애는데 노력해 간다.

■프로젝트 실시 목적
공정하고,깨끗하며,빠르고,터프한 시합 실시를 목표로, 보다 매력적으로 질 높은 
시합을 관중에게 제공하고, 시합을 보는 사람에게 만족시킬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2014시즌부터 중요실시항목
[1]휘슬을 불때까지 전력으로 플레이한다
[2]매끄러운 재시작 (특히, 골킥과 코너킥 시간을 단축한다)
[3]선수교체 시간 단축
■프로젝트 실천항목 ※2014시즌부터 실시항목
●J리그 헌장에 대한 서명 ●이의행위,지연행위 감소
●액추얼플레잉타임 공표 ●상대선수,심판에 대한 존중
●휘슬을 불때까지 전력으로 플레이한다.※ ●매끄러운 재시,선수교체 시간 단축※
●하프타임 15분간 확보※ ●차별행위 근절※

J리그는 2월2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4시즌 전체 공식시
합에서 하프타임 (전반종료부터 후반개시까지) 15분 확보 도입
을 결정했다. 본 시책은「＋Quality 프로젝트」의 활동의 일
환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프타임시간을 15분 확보하는 것
으로인해 시합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는 목적이다.

실시
내용

대상
시합

실시
방법

2014시즌 전체 공식시합에서 하프타임 (전반종료부터 후반개시까지) 15분 확
보한다. 본 시책은 시합의 질향상을 목적으로 한「＋Quality 프로젝트」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실시한다. 따라서 본 시책을 실시하는 전제로서 각 클럽은 
다음 2항목을 철저히 한다.
·선수는 늘 전력으로 플레이하며, 쉽게 쓰러지지않고, 재시작과 교체시 등에 
쓸데없는 시간벌기는 하지 않는 걸 철저히하며, 추가시간이 짧도록 노력한다. 
·전후반 킥오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
2014시즌 전 공식시합
※단 방송에 제한이 있는 NHK(종합·BS·로컬)가 방송하는 시합은 하프타
임 15분확보 적용외로 한다. 또 민방 로컬이 방송하는 시합도 적용회로 할 
수 있다.
후반 킥오프시각을 전반종료 휘슬부터 15분후로 한다.
전반종료 시각 및 후반 킥오프 시각은 주심이 결정하며, 홈클럽 운영담당이 
확인한 후, 양팀, 매치커미셔널, 그 외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J리그는 공익사단법인 일본축구협회 (JFA)와 협동해, 전자통신
시스템 (심판무선)을 2014시즌부터 도입한다.

목적

상품명

도입시기

대상시합

심판원이 축구규칙에 기록된 임무 수행에서 시합시에 심판무선을 사용해 
심판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일부를 보완, 원활하고 정확한 판정을 확보하기 위해
Adeunis사(프랑스) VOKKERO SQUADRA SYST 5 JA
2014시즌 4~5월 예정 ※사용개시일, 라운드등에 대해서는 별도발표

원칙으로서 J1리그전,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 J2리그 전시합, 일왕배 
전일본축구선수권대회 (일부시합) 및 그 외 JFA 및 J리그가 주관하는 시합

J리그는 2014 J1,J2리그 시합 실시요강 및 2014 J3리그 시
합 실시요강 제15조 [테크니컬에어리어 사용]에 대해 축구경기
규칙 [테크니컬에어리어] 조항에 의거해, 아래처럼 운용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항목           변경전              변경후

테크니컬

에어리어 

사용

사전에「J리그멤버 제출용지」
에 기재된 팀스태프 중, 단1명 
스태만, 시합중 테크니컬에어리
어내에서 지시를 내릴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는 통역이 동
행해, 지시를 내리는 걸 인정한
다.

사전에「J리그멤버 제출용지」
에 기재된 팀스태프 중, 단1명 
스태만, 시합중 테크니컬에어리
어내에서 지시를 내릴수 있다.

[참고]「축구경기규칙 2013/2014」P.57「테크니컬에어이러」그 때마다 

단1명의 임원이 전술적 지시를 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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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리그어워즈」개최개요결정

J리그는 2월2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J리그 연간시상식
「2014 J리그어워즈」를 12월9일(화)에 요코하마아리나 (카
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J리그어워즈는 올시
즌 JFㅣ그에서 활약한 선수,감독,클럽,심판등 공적을 칭송하고, 
많은 관계자, 팬, 서포터와 함께 1년을 마무리하는 장이된다.

16세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한
「2014 J리그 U-16 챌린지리그」를 개최

J리그는 오는 3월23일(일)부터 J1,J2의 전체 40클럽, J3의 6
클럽에 소속된 16세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한「2014 J리그 
U-16 챌린지리그」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톱레벨의 선수를 육
성하기 위해 중요한 연령대 시합 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별 
육성을 하는 것과 함께 리그전화 하는 검토의 기회로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014 J리그 U-16챌린지리그
대회명칭
주최
개최기간

개최장소

2014 J리그 U-16챌린지리그
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2014년 3월23일(일)~4월6일(일)
(그룹1) 2014년3월23일(일)~25일(화)
      時之栖스포츠센터(시즈오카)
(그룹2) 2014년3월24일(월)~26일(화)
      卜伝の郷운동종합다목적구기장(이바라키)
(구룹3) 2014년3월30일(일)~4월1일(화)
       時之栖스포츠센터(시즈오카)
(그룹4) 2014년4월1일(화)~3일(목)
       J-GREEN堺 (오사카)
(그룹5) 2014년4월4일(금)~6일(일)
       J-GREEN堺 (오사카)

2014년 동일본대지진 부흥지원활동

J리그는 2월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4년도 동일본대지진 
부흥지원활동에 대해 개요를 아래처럼 결정했다.

1. 피해지원 활동 생각,피해지 정의
·J리그에서는 2014년에도「결코 잊
지않는다」라는 강한 결의아래, 계속적
으로 J리그, 전체 클럽에서 지원을 계
속한다.
·원칙으로서 이와테현 북부부터 이바
라키현에 걸친 연안부 쓰나미 피해지역 
및 방사능 오염 영향을 받은 후쿠시마
현의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2.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1)피해지에서 활동지원
·현지 수요인「현지에 찾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각클럽이 현지에서 실
시하는 부흥지원활동에서 발생하는 비
용 중, 교통비 일부를「J리그 TEAM 
AS ONE모금」에서 지원한다.
(2)경기장·연고지 활동
·피해지 현지 모습을 알게하는 걸 목
적으로, 각 클럽은 연간 몇 시합에서

 피해지 현상을 전시하는 패널전을 실
시. 함께「J리그 TEAM AS ONE」도 
실시한다.
(3)지원금 모금 실시
·「J리그 TEAM AS ONE」을 J리
그 주관시합과 각 경기장세서 계속 실
시한다.
·동일본 대지진 부흥지원을 목적으로 
따로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클럽은 
그 활동으로 한다.
(4)지원금 모금에서, 피해지에서 필요
로하는 비품,설비 기부
·2013년에 이어, 필요에 응해 간이
조명 기증을 실시한다.
·그 외, 현지 수요을 확인해, 2013
년에 실시한 보호막 기증처럼 필요에 
응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응한다.
3. 그 외
·각 클럽은 각각 가능한 범위에서 부
흥지원 활동을 계속이어간다.

2014년도 지역스포츠 진흥활동 및 간병예방사업에 지원을 결정

J리그는 J클럽이 실시하는 축구이외 지역 스포츠부흥활동 및 간
병예방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4년도 신청분 (13년12
월13일 신청마감)에 대해서 24클럽, 58건의 지원을 결정했다. 
각 클럽의 활동상세는 J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

인도네시아 슈퍼리그와 파트너십 협정체결

J리그는 1월26일, 인도네시아 슈퍼리그(ISL)을 운영하고 있는 
PT LIGA INDONESIA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 J리그에
게 해외 프로리그와 파트너십 협정체결은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폴에 이어 6번째. J리그와 ISL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양국 풋볼 발전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대회운영, 
아카데미, 선수 이적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프로그리 조직, 
매니지먼트 질 향상과 효율화를 노린다.

와세다대학 인간과(科)학부 e스쿨 특별 선발입시
와세다대학에서는 2007년부터 인간과학부 e스쿨에 스포츠분야
의 특별선수권을 만들어, 14년도는 J리그, J리그선수 OB회에서 
6명의 선수,OB가 응모. 심사결과, 전원 합격이 결정됐다. J리
그 소속선수는 아래 5명, 합격선수는 이후 J리그 선수로서 계
속 하면서, 통신과정으로 단위를 취득한다.
와세다대학 인간과(科)학부 e스쿨(통신교육과정) 특별 선발입시 합격자

■인간환경과
학과
■건설복지과
학과

영화「1/11 11분의 1」에 협력

J리그는 2월2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4년 4월5일(토)부터 
공개되는 영화「1/11 11분의 1」에 명의협력하는 걸 결정했다.

타이틀   1/11 11분의 1
공개
각본,감독 원작
연출 주제가

협력
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피아주식회사, 
아디다스재팬주식회사,주식회사몰텐

배급 제작프로덕션

J리그 역사를 이 한권에 응축. 2013시즌까지 전기록
을 망라한 레코드북. J클럽 데이터 (전 51클럽) / 
게임테이블2013/인덱스(선수/클럽별 외국선수일람/감
독/심판) /과거 대회 /통산기록등 완전수록 804페이
지,A5,정가: 본체 1905엔+세
●발행: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발매:주식회사 아사히신문출판
●문의:주식회사 아사히신문출판

Photo Topics

            보호막 증정                          2014 J리그 신입연수            선수교체 보드에 신제품

J리그는「J리그 TEAM AS ONE모금」에서,이와테현 
陸前高田시 立気仙초등학교의 가설 그라운드에 보
호막을 증정해, 1월19일에 현지에서 증정식이 열렸
다. 사진은 보호막 폴에 건 배너를 손에 들고 기념촬
영, 동 시의 축구협회 등록 제2~4종 팀 선수들

연례「J리그 신입연수」가 2월1~3일에 시즈오카현내
에서 열렸다. 새롭게 개막하는 明治安田生命 J3리
그 클럽에 가입한 신인선수도 포함해 131명이 참가 
(일부 2년째 선수)/ 전 J리그 선수인 中山雅史씨가 
강사가 돼 PR커뮤니케이션(사진)등, J리그선수에게 
필요한 제반지식의 강의를 받았다.

J리그는「2014J리그 공식용구」로서 J리그 오피셜
용품 파트너인 주식회사 몰텐이 발매하는 신제품「전
광식 선수교체보드」를 채용한다. 초고휘도LED을 사
용해, 빨강과 녹새의 2색을 사용, 사이즈 확대로 주야
를 불문하고 숫자가 보기쉽게 됐다.a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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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시즌을 싸우는 J1,J2의 40팀
2014시즌의 J1리그전은 3월1일, J2리그전은 2일에 개막. 각각 우승을 싸우는 것이, J1이 18팀, J2가 22

팀. 각 클럽 슬로건, 팀을 지휘하는 감독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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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3리그 개최개요를 발표
특별협찬사에「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셍명 보험상호회사」가 결정

J리그는 1월29일, 올해 3월9일(일)에 
개최하는「明治安田셍명 J3리그」개최
개요를 발표했다.
타이틀 파트너로서 협찬이 결정된 것은 
J리그 톱파트너이기도 한 明治安田 생
명보험 상호회사 (이사 대표집행역 사장 
根岸秋男).「지역에 뿌린내린 스포츠클
럽을 핵심으로 풍요로운 스포츠문화의 조
성」이라는 J리그 이념이, 동 회사의
「지역사회에 공헌」 이라는 이념에 상
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이르
렀다. 이후는 J리그와 J클럽 협력을 얻
어, 전국에서 아이들을 위한 축구교실 개
최. J리그 응원캠페인 (가칭)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많은 심사조건을 만족한 J3입회를 마친 
10클럽 및 가이나레톳토리를 더해, J리
그 U-22 선발도 참가한다. 지금까지 일
본 축구의 과제였던 19~22세 연령대의 
선수강화의 일환으로, J1,J2 클럽에서 
선발 기회가 없는 선수를 시합때마다 초
대해 팀을 편성한다. 시합은 전부 대전상
대의 홈에서 열리며, 카와사키프론탈레등
에서 지휘경험을 가진 高畠勉감독이 팀 
지휘를 맡는다.
또한 12팀의 3회전 리그전으로 열리는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에 대해서는「J리
그뉴스」212호에서 끼보. J리그공식 홈
페이지에서도 J3리그 코너로 각종 정보
를 게재하고 있다. 

파트너기업
타이틀파트너
明治安田 생명보험상호회사
오피셜파트너
아디다스재팬주식회사
주식회사몰텐
일본항공주식회사
오피셜브드캐스팅파트너
스카파JSAT주식회사
스포츠진흥파트너
독립집행법인일본스포츠진행센터

브라우리츠아키타

AC나가노파르세이로

츠에겐카나자와

가이나레톳토리

그루자모리오카

후쿠시마유나이티드FC

FC마치다젤비아

Y.S.C.C.요코하마

SC사가미하라
후지에다MYSC

FC류큐
J리그 U-22

明治安田셍명 J3리그 클럽

     그루자모리오카                브라우리츠아키타            후쿠시마유나이티드FC         FC마치다젤비아

    Y.S.C.C.요코하마                SC사가미하라              AC나가노파르세이로       츠에겐카나자와

       후지에다MYSC              가이나레톳토리                 FC류큐                J리그 U-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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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리그 킥오프 컨퍼런스」개최
J리그의 올시즌 개막을 알린 연례 이벤트「2014 J리그 킥오프 컨퍼런스」가 2월21일, 토쿄도내에서 개최됐다. 새롭게 시작하는
「明治安田셍명 J3리그」도 참가해 J클럽의 감독, 선수대표가 모였다. 스폰서,미디어,축구패밀리등 다수의 관계자도 모여, 개막
무드는 단번에 높아졌다.

J1,J2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J3의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 며칠후의 리그전 개막을 앞두고, 기대감이 단번에 부풀었다.

2014 J리그 킥오프 컨퍼런스는 2부형식으
로 열렸다.
극장 형식의 제1부의 모두, 村井満 체어
맨이「스포츠로 더욱 행복한 나라로」를 
캐치프레이로 하는 J리그 백년구상을
「「Do all sports」을 키워드로 넓혀간
다」라고 인사. 또 제1부에 앞서 열린 감
독회의와 선수들의 대기실에서「휘슬이 울
릴때까지 전력으로 플레이」필요이상으로 
시합 진행을 늦추지않기위해「재빠른 재시
작」그리고「빠른교체」의 3가지를 약속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전력을 가지고 플레이한다, 축구 
그 속에서 실력을 닦아간다. 그리고 새로운 
관중을 획득해간다. 그럼으로 인해 제1보를 

내딛고싶다」라고 결의를 새롭게 하며,
「제일 근간인 플레이가 매력 넘치는 것이 
되도록, 저를 포함해 전 51클럽이 총력을 
결집해가고 싶다.」라며 매듣지었다.
그 후 각 클럽의 대표 선수 1명이 스테이
지에 등장. 사회를 맡은 松木安太郎씨가 
인터뷰를 하며, 작년 2013 J리그어워즈에
서 페어플레이 개인상을 수상한 MF柿谷
曜一朗(세레소오사카)는「타이틀(획득)을 
목표로 열심히하겠다. 페어플레이는 명심하
고 있기에, 올해도 계속하고싶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무대를 옮겨 제2부는 자유취재의 형식으로 
각 클럽의 부스에서는 선수, 감독들이 개별
로 인터뷰 대응을 했다. 한편 클럽측도 연

간책과 각종 자료를 배포하는 등 PR에 힘
쓰며, 많은 관계자가 오고가는 회장내는 열
기로 넘쳤다.
특설기자회견장에는 다음날 FUNJI 
XEROX SUPER CUP 2014와 며칠후에 
있는 AFC챔피언스리그 2014에 출전하는 
팀의 선수,감독이 등장해,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다.
村井체어맨이「일본 구석구석까지 스포츠 
문화를 넓혀가고싶다는 컨셉의 연장선상」 
에 있는 존재로서 소개한 明治安田생명 
J리그 에 대한 관심도 높아, 미디어도 열
심히 취재. 그루자모리오카의 MF松田賢
太는「본적없는 많은 (취재)카메라에 놀랐
다. 이것이 J리그구나」라며, 새로운 무대
에 참가한 인상을 말했다.

「J리그 전 클럽이 지역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걸 노린다」라는 村井체어맨

개막전에서 얼굴을 마주한 팀의 선수가 악수. 
요코하마FM의 藤本(좌)와 오미야의 家長 J리그배 (우승은쟁반,중앙)을 비롯해,주요대회 컵등아 한곳에 모였다.

제2부의 각 클럽부스는 개막전에서 대결하는 클럽이 짝을 이뤄 
나란히 했다.

부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카와사키F의 中村 주목을 모은 키후의 라모스감독에게도 다수의 미디어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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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업계전체를 높이는 시점도
요미우리신문사 ◎ 助川 武弘(스케가와 타케히로)

「많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
다.」 친숙한 정을 느끼는 일본어의 
인사를, 원고의 출고작업에 쫓기면서 
들었다. 2월12일, 디에고포를란의 세
레소오사카 가입기자회견. 우리들도 
또한 그에게는 많은 기대를 일본에 가
지고 올거라 생각한다.
일본도착 보도는 폐사를 포함한 각지
에서 석간에서 크게 게재돼, 며칠후 
훈련시합에서 그다운 대담한 장거리 
컨트롤 숏을 넣으면 저녁 스포츠뉴스
에서 영상이 나왔다.
FIFA월드컵 MVP의 참전은 그다지 J
리그에 익숙치 않은 층에게도「뭔가 
재밌는 것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느끼게 하지 않을까. FC기후에서도 라
모스루이 감독의 취임, 전일본대표선
수이 획득으로 연습장을 방문한 사람
이 크게 늘었다고 들었다.
월드컵의 해의 개막은 예년을 넘어 두
근두근할 생각이 강해지지만, 올해는 
더욱 증가할 거라 생각한다. 물론, 큰 
요인은 세계적인 스타선수의 이반과 5
월에는 정해지는 월드컵 출전 등록 
23명에 들려고 하는 선수들의 존재이
지만, J리그라는「업계」자체가 움직

이기 시작하는 것에도 있지 않을까
세레소의 岡野雅夫 대표이사장은 기
자회견에서「좋은 선수가 좋은 시합을 
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경
기장에 올것이다」「J리그를 좀더 즐
깁시다」라고 호소했다. 클럽의 입장
에서 스스로 액션을 취해 업계 전체를 
복돋우려는 각오였다.
생각하면 작년을 통해 서포터를 둘러
싸고 의논된 리그의 장래 시즌시기 이
행, 2015년부터 J1대회방식의 변경이
라는 것은 이런 의식을 키우는 여정이 
아닐까
결론로서 나온「04년 이후가 되는 2
스테이지와, 연간승점을 중시한 형태
로 최대 4팀에의한 우승결정전」이 
가장 좋은 판단이었을까는 해보지 않
으면 아무도 모른다. 의도대로 활성화
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면, 단
기적인 상업적 성공에 머무를 우려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취재 중에 몇 번이나 관계자로부
터 들었던 것은「앉아서 죽음을 기다
릴수없다」라는 강한 말이었다. 창설
로부터 20여년을 경과해 안정기에 든 
중, 실제로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  
            렇지만 일반 관심도가  
            저하하고 있는 징후를  
            무겁게 보며, 자리를   
            걸고 타개를 도모하는  
            액션을 일으키려고 한  
            다면, 그 자세는 결코  
            비난받을 것은 아니다.
            세레소의 포를란 획득  
            도, 실행위원회등의 자  
            리에서 반복돼 왔던   
            「위기감 공유」에 대  
            한, 대답의 하나일 것  
            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계기로 사태가 움직
이는 사례는, 최근 J리그를 보더라도 
짚이는 것이 몇 개나 있다.
동일본 대지진을 맞은 11년, 베갈타센
다이 담당이었던 나는「부흥 선두에 
선다」라는 사명감을 안고 팀이 순식
간에 씩씩함을 갖고 활약하는 한편, 
센다이에 맞서는 원정 팀 모두가, 평
소에 더해 진격의 질 높은 플레이에 
일관하는 모습을 봤다. 스포츠가「인
간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시킬수 있는 사례로서, 잊을 수 
없는 1년이었다.
포를란의 존재가 젊은 선수들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만 아니라, 대치하는 팀
의 DF진과 스트라이커들도「J리그 선
수로서 의지」를 불태우면, 피치위의 
열기가 스탠드를 넘어 전해지고, 일본 
전체로 퍼져간다. 그런 시즌을 보고싶
다.
도한 세레소의 이번 도전이 비즈니스
로서로도 성공한다면 리그를 리드해야
할 입장에 있는 타 클럽에도 자극하게 
될지도 모른다.
明治安田생명 J3리그도 생겨 51까
지 클럽수가 확대한 가운데, 경영의 
발목을 잡아야할 클럽도 있고, 다양화
하는 가운데, 각자가 그들을 보면서 
업계전체를 높힐 시점도 가졌으면 한
다. 도전과 견실, 용기와 침착. 억양이 
붙은 가운데 질이 높아져간다. 축구라
는 게임처럼, J리그가 부풀어져갔으면 
한다.

세계적인 명선수인 우루과이대표인 포를란(우)획득으로, 업계전체를 

활성화하려는 각오를 보인 C오사카. 왼쪽은 岡野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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