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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보물」,「자부심(pride」,「상징(simbol)」,
「추억」,「만남의 장」,「전장(戰場)」...

수 년의 시간을 거쳐 전 세계에 전파한 축구의 무대는
단순한 "경기장"에서 감동을 나누는 "극장"으로
지역의 사람들에게 둘도없는 존재가되었다.

2010년,14년에 실시한「J리그 유럽경기장 시찰」등으로
방문한 경기장은 리그 디비전에 관계없이 선수와 팬의 
거리가 가까운 축구 경기장, 거리와 클럽에 맞는 설계, 
다기능 복합형, 환경에 대한 배려,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내는 전통.

모든게, 육상경기용 트랙, 지붕이 없는 관중석,중립적인 
디자인, 교외 입지 등 J 리그의 상황을 되돌아 보는 
솔직한 "거울"이었다.
모두가 만족하고 도시의 자랑으로 사랑받는 스타디움.
문화적으로도,경제적으로도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스타디움.
프로 스포츠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스타디움.
그런 이상적인 경기장에는 8가지 철학이 갖춰진다.

J 리그 이사 호지 센타 (傍士 銑太)

마을 속에 숲을 만들다.독일 드레스덴 루돌프 하비크 경기장 

경기장의 미래
특별판

J리그 백년구상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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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드레스덴 경기장. 육상경기 트랙이 있었고,지붕은 없었다.  현재 드레스덴 경기장

문화로서 【축구 경기장】
좀더 피치에 가깝게!  육상 경기 트랙은 이제 필요없다.

우리 나라에는 야구장이나 육상 
경기장은 있지만, 축구장은「전 
용」을 붙이지 않으면, 제 몫 
을 하지 못했다.
영국이나 스페인에서는 전통적 
인「축구경기장」.육상경기장을 
사용해 왔던 유럽 축구 강호도, 
FIFA월드컵이나 EURO(유럽선
수권)개최를 계기로 축구경기장
으로 변신 했다.
독일의 강호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도「피치에 가깝게!」라는 
약20만의 팬클럽 회원의 목소
리에, 육상 경기의 트랙이 있는 
올림픽경기장과 이별을 고했다.
스포츠가 문화로 인정받을 수있 
는 무대는, 경기 전문성과 감동 
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극장 
」스타일이 돼야한다. 그러므 
로 축구경기장은 대전제가 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상자 
형의「축구 경기장」 
이 주류. 
(영국 웨스트브롬위치)

육상경기 트랙이 있으면 J리그 
경기장의 골문 뒤에서 최대 45
미터나 피치에서 떨어져. 시합
을 보기 힘들고, 선수도 플레이
하기 어렵다. 축구경기장은 모
든 각도에서 선수와 관중의 경
기가 가깝고, 일체감이 생긴다. 
잔디의 녹색, 대비 효과의 양팀 
유니폼, 플레이에 반응해 물결
치는 관중, 모든 현장감이 하나
의 화면에서부터 전해져온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매 시즌「가
장 분위기가 좋은 경기장」표
창을 받는다. 이번에 방문한 에
딘버러의 타인캐슬 경기장은, 2
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그 이유
는 스탠드와 피치의 거리가 가
까웠기때문이다.

골대 뒤 자리는 손이 닿을 듯히 가까움 ( 영국 

에딘버러)

맨앞줄의 자리는 피치와 같은 시선 (스위스 바젤) 밑에서부터 선수가 입장 (독일 뒤스부르크)

2010년 6월에 개최된 제11
회 전국 홈타운 서밋 in 고
후의 참가자 약300명에 의
해「가장 마음에 든 J리그 
홈경기장」에 뽑힌 베스트5
는 모두 축구 경기장이었다.

스탠드 경사도가 피치슬 가깝게한다. 

최대 40도도 있다.(에딘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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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은 마을의 자랑. 

계획사상은, 일관되게「홈을 위해」

클럽색
클럽색은「홈타운의 색」한
눈에 자신의 팀과 대전하는 
상대를 식별할 수 있다.클럽
색에 물든 경기장에서 선수
는 심리적 우위를 얻고, 시
민은 자부심을 갖는다. 연지색과 물색이 외벽에. 애스턴빌라의 빌라파크(영국 버밍엄) 녹색에 라이트업(독일 볼프스부르크)

스탠드부터 계단까지 (드레스덴)         홈팀의 벤치(바젤)                    셀틱파크의 외벽(영국 글래스고)

표찰로서 (에딘버러) 스탠드에도 (에딘버러)                 왼쪽이 홈용, 오른쪽이 원정용 (웨스트브롬위치의 팀 탈의실)

위대한 스트라이커,제프 애슬을 기린 
문 (웨스트브롬위치)

경지장에 병설된 팬샵과 박물관 (바젤)        구입한 블록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외벽에 붙일 수 있다. (레인저스,글랜스고)

영웅 ·전설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고있다.

유니폼 왼쪽가슴에 있는 것은 선수의 
마음이 클럽에 귀속되고, 정체성의 상
징을 의미한다.

홈 이점 홈 경기장의 열광지수를 최고조로 하
는 여러가지 장치가 있다.

엠블럼

과거의 명선수인 빌 샹클리의 얼굴로 홈과 
원정석이 분할된 스탠드(영국프레스턴)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진 바로아래는 캡틴
의 자리로 정해졌다.(레인저스.클래스고)

팬샵 시합이 없어도 발을 옮긴다.               「영원히 경기장의 일부가 될 수 있는」행복

상징으로서 【홈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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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가 가능한 【패밀리 경기장】
성별,연령,장애를 뛰어넘어,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수 있는 공간.

접근성, 지붕있는 개인석, 야간조명, 장애인용

관전환경
경기장의 스포츠환경과 같이, 관중이나 미디
어의 환경도 쾌적해야한다. 시즌 티켓을 구입
하고,매 경기 홈게임을 응원하러,또는 멀리 
원정 경기장까지 발을 옮기는 동기에는, 경기
장의  관전환경의 좋은점을 들 수 있다.
 ·접근성이 좋다.
 ·잔디 좌석이나 벤치 시트가 아닌 모든게 
개인 좌석으로 독립돼 입석 자리는 없다.
 ·관중석은 사방에서 모두 지붕으로 덮여있
다.
 ·통로는 개폐식 강화 유리창으로 외부와 
분할돼, 전망도 좋고, 라운지와 살롱으로 이
용될 수 있다.

라운지 등으로도 이용가능한 
쾌적한 통로 (스위스 장크트갈렌)

지붕으로 덮힌 경기장 (스위스 바젤의 엽서에서)

· 탁아 시설이 병설
· 스폰서의 명명권이있는 가족 스탠드 설치
· 패밀리 스탠드로 연결되는 어린이 놀이터
· 팬 샵에는 유아를위한 상품이 정렬 저연령화
· 고령자
    바젤의 세인트 야콥 파크에는 107 호의 간병인이 있는 
고령자용 집헙주택이 병설되어있다. 거주자 전용 관전 라운지는 
축구 팬인 손자나 가족과의 단란의 장이되고있다.

경기장 내의 탁아시설 (볼프스부르크) 보호자도 안심인 키즈스페이스(볼프스부르크)   빨간 간판 아래의 블록이 패밀리 스탠드 (드레스턴)

장애인용
· 휠체어석, 전용리
프트, 화장실이 완비
· 시각 장애자 전용
석에서 헤드폰에 의한 
실황 방송을 듣는 것
이 가능한다.
· 이모티콘을 이용해 
알기쉽게 안내표시

안전
· 홈과 원정의 팬,서포터의교착에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경기장 입
장전 통로에서 광중석까지 고정펜스를 완
전분리
· 경비지령실(control room)의 설치

시각장애자를 위한 실황중계 (볼프스부르크) 알기쉬운 화장실 안내표시(바젤)       스탠드 상부좌석의 안전책(柵)(드레스턴)

전용 리프트가 이동중 (마그데부르크)

마그데부르크(독일)의 아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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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hospitality) 【사교 경기장】
"홈"의 감정을 공유하고, 타인과 연결하는 사교장

라운지의 원형 테이블에 모여,킥오프전의 
시간을 즐긴다.(에딘버러)

최근 경기장에는 "함께 먹는다"것을 
즐기는 사교 라운지가 늘어나고 있
다. 타인캐슬스타디움에는 VIP,스
촌서를 초대하는 VIP라운지외,스폰
서가 고객을 접대하거나 특별한 날
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호스
피텔러티 팩키지"로서 판매되고 있
는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다.
 시합 시작 2 시간 전부터 원형 
테이블에 앉는 스타일 식사가 제공
되어 중앙 무대의 MC에 의한 연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는 명함박스 (베른)     실내 스카이박스. 계약기업은 독자적으로 인테리어를 디자인(볼프스부르크)

출을 즐긴다. 테이블마다 초대손님
이 소개된 후, 왕년의 명선수 등장
에 장내는 열과했다. 시합에 출전
하지 않는 현역선수가 테이블을 돌
며, 팬서비스에 여념이 없다. 시합
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참가해, 초
대손님은 인터뷰나 기념사진에 만
족하고 1시간후에 끝이난다.
(스위스)베른에는 챔피언스 라운지 
벽에 "명함박스"가 준비된다. 클럽 
스폰서끼리의 관계를 살린 비즈니

스 매칭에 유효. 연간계약한 기업
은 독자의 실내 인테리어를 갖춘 
전후 수용의 개별 스카이박스를 시
합이 없는 날도 상담이나 모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마그데부르크에는 일반객을 위한 
라운지도 있다 메인 스탠드의 관전 
티켓, 뷔페형식의 식사와 티 서비
스가 딸린, 일본엔으로 1인 1만
4000엔. 라운지 운영에는 충실한 
catering설비와 서비스가 전제다.

게스트가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에딘버러)

시합후의 티서비스 (영국의 
세필드유나이티드)

일반객을 위한 라운지(마그데부르크)           14인용실 라운지(장크트갈렌)              심플한 라운지(뒤스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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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에 있는 경기장 (드레스턴)               쇼핑몰(앞)과 암스테르담 아레나(네덜란드)

피치에 접한 호텔 객실 
(영국 코벤트리)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새로운 구심력

도시의 집객장치 【도시 속 경기장】

 유럽의 축구경기장도 미국의 볼파크
도 지금, 도시 속으로 회귀하고 있다.
만약, J클럽의 경기장도 도시 속에 있
다면, 인구 감소,고령화시대에 교외로 
분산된 사람들을 다시 도시 속으로 불
러들이는 장치로서, 쇼와시대의 백화
점처럼, 중심시가지의 핵(코어)로서 강
한 구심이 될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0년 11월 키타큐
슈시가 신간센 오구라역의 북 500미
터에 기라반즈 키타큐슈(J2)의 홈경기
장으로서 도시속 경기장 계획을 내세
웠다. 

① 도시 만들기
연중 주말마다 많을때는 만 단위의 
거대 집객장치가 된다. 천 단위의 
원정팬,서포터도 시합 전후는 "관광
객" 경기장으로의 통로는 도보가 
중심이 되어, 관중이 길게 체류하
는 도시의 장치가 있으면, 중심시
가지에 커다란 경제효과를 가져온
다.

② 도시재개발
교외의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으로서, 면개발의 복합형 
도시만들기가 행해진다. 대중교통
이나 충분한 주차장 정비를 더해, 
PARK&RIDE 정비가 필요하다.

키타큐슈가 내세운 신 경기장 구상도 
(2010년11월17일 기자발표 자료에서)

다기능 복합형 【경기장 비즈니스】

VfL볼프스부르크의 하세베 선수는 홈경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역에서 
걸어서(10분정도) 갈수있는 편리성 높은 입지여서, 시합후에 정체도 일어나지 않고, 
선수로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365일,시합이 없는 날도 사람을 부른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능이 없으면, 축구만으로는 운영
할수 없다." 바젤의 경기장 경영자인 크리스티안 케
른 사장은 단언했다. 홈 공식시합은 1시즌에 30일 
미만. 다기능 복합형이면, 연중 시민생활과 접점을 
유지하고, 스포츠 이외에 가동율을 높힌 시설 전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또, 주위 시설과 복합적인 관
계도 가질 수 있다.

[복합기능의 실예(實例)]
·쇼핑센터 ·레스토랑 ·호텔 ·오피스 ·홈센터 
·간병인있는 고령자용 집합주택 ·교육센터 
·직업전문학교 ·휘트니스클럽 ·박람회

경기장에 병설한 쇼핑센터(장크트갈렌)
천장에 스탠드 경사를 알수
있는 쇼핑센터 내부(바젤)

시합 당일은 침대를 수납하
고,스카이박스로서 사용

시합이 없는 날도 경기장 레스토랑
에서 식사가 가능하다(영국 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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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이 합리적으로 건설,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건설,관리까지를 일
괄해서 발주한다.
·복합형 비즈니스로의 대응
·국제경기 유치나 이벤트 개최드으이 마케팅
·경기장내의 캐슬화
·3개월에 한번, 경영자 상호의 협의회 설치(독일)

(참고)설계단가비교          ※1유로 ≒ 120엔, 1스위스프랑 ≒ 85엔

친환경 【그린 스타디움】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의 양립을 실현

2006년 FIFA월드컵 독일의 슬로건은 "The Green Goal 
Project" 유럽의 축구 경기장에는 환경을 배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시점에서 사람들이 
모이기쉬운 도시 속에 가깝게 입지한다.
② 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우수 등을 사용한다.
③ 많은 녹생(Urban Forest)에 둘러싸인, 시민의 휴식 
공간을 만든다.
④ 자연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지붕에는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한다.
·스위스에 있는 베른,영보이즈의 홈 경기장.스타드 드 스
위스의 지붕 전면에 설치된 솔라패널은 4500㎡와 세계 
제일의 면적. 연간 150만kw(약 500세대분)의 전력을 생
산하고 지역전력회사에 공급한다. 태양광발전에 관해서 "체
험학습센터"가 지상에 설치되어있다.
⑤ 재사용 컵이나 식기를 사용하는 등 쓰레기 감소나 재활
용 촉진을 도모한다.
·음료를 구입할때는 재사용 컵 보증금을 맡겨두고, 컵을 
반환하면 되돌려주는 구조. 컵은 클럽 독자 디자인으로 그
대로 집에 가져갈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독일)에서 처음 
도입돼, 연간 약100개의 종이컵 쓰레기가 감소됐다.
⑥ 온난화 가스 감소를 위해, 접근이 좋은 대중교통의 이
용을 촉짆나다.
·대중교통 : 많은 팬,서포터가 모여, 동시에 해산하는 경
우, 양쪽에 연결되는 트램(tram.노면전차)가 이용된다. 바
젤의 세인트 야콥 파크의 양측에는 트램과 국철 역이 설치
·콤비티켓 : 입장권에는 "시합개시 전후 수 시간,시내 일
원의 대중교통기관는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
고, 승차요금이 포함되어있다.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촉진 (바젤)

전력을 공급하는 경기장 
지붕위의 솔라패널 (베른)

사진의 카드판매
원이 중앙광장 
내에서 청구도 
한다. 
(장크트갈렌)

콤비 티켓의 예(마그데부르크) 

녹색으로 둘러싸인 경기장(드레스턴)

전후 3시간
까지 무료로 기재

프로페셔널 【경기장 경영】
각분야의 전문가집단에 의한

국가 준공년 수용인원 건설비 좌석단가 축구장 복합형

VfL볼프스부르크 독일 2002 22000 64억엔 29만엔 ○ –
디나모 드레스덴 독일 2009 32000 55억엔 17만엔 ○ –
1. FC 마그데부르크 독일 2006 22000 27억엔 17만엔 ○ –
베른 영보이즈 스위스 2005 32000 68억엔*1 21만엔 ○ –
FC바젤 스위스 2001 43000 98억엔*2 23만엔 ○ –
FC장크트갈렌 스위스 2008 20000 59억엔 30만엔 ○ –
제프유나이티드치바 일본 2005 18500 81억엔 44만엔 ○ –

※1 복합부분은+230엔 ※2복합부분은+15엔

재사용컵은 클럽 독자의 디자인
(좌: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

판매,음식은 이 카드리더로 전자결제(장크트갈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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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의 여명

"잃어버린20년"이 시작됐을 무렵, J리그는 탄생했다. 
그쯤 유럽에서는 축구 경기장이, 미국에서는 야구장이 새로운 스타일을

 원해 "아레나"나 "볼파크"로 진화를 시작했다.

J리그는 개막장시 10개 클럽에서 
준가맹을 포함해 43개 클럽까지 발전해,

그동안 농구의 bj리그나 프로야구의 퍼시픽리그는 이것을 틀(範)로했다.
"지역화"를 비즈니스 모델로하는 스포츠문화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각 클럽은 이제는
지역에 있어 둘도없는 존재가 되고있다.

홈경기장이라는 것은 그처럼 클럽의 "집"이다.
모두가 마음 가볍게 발을 옮기는 도시의 "클럽하우스"다.

이제부터

만약 스포츠 문화로서의 "축구 경기장"이라면,
만약 지역의 자랑으로서 "홈경기장"의 모양을 이룩한다면,

만약 커뮤티니 공간으로서, 쾌적한 관전환경으로, 가족 모두가 즐길수 있다면,
만약 지역의 사교장으로서, 홈의 감정을 공유할수있는 라운지를 갖추고 있다면,

만약 도시의 집객장치로서, 누구나가 가볍게 모일수 있는 도시속에 입지하고 있다면,
만약 365일 사람들을 불러들여 수익을 발생하는 다기능 복합형이라면,

만약 녹색에 둘러싸여, 자연에너지를 재생,쓰레기를 감소시키는 등 환경을 배려한다면,
만약 이런 경기장의 경영에 각분야의 전문가가 종사하고 있다면,

경기장은 모든것을 손에 넣을수 있다.

모두를 만족시켜, 도시의 자랑으로 계속 사랑받는 경기장.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기장.
프로스포츠에 어울리는 비즈니스 환경으로서의 경기장.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 확인 필수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tokubetsu/2014tokubetsu_01-04.pdf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tokubetsu/2014tokubetsu_05-10.pdf



피난자에게 정보제공,고지,유도기능도 
한다. (영국 볼턴)

재해시의 대규모 베이스캠프나 주민의 피난장소로서
"도시속 경기장"이 활약한다.

편의성에 뛰어나다
·만 단위의 수용능력이 있다.
·도시속에 입지하고 있다.
·정보나 통신의 최신설비가 
완비되어있다.
·의료체제가 정비되어있다.
·피치가 헬리포트가 된다.
·쾌적한 피난생활을 보낼수 있다.
   충분한 화장실 수
   수용인수 2만5000명의 경우 (ACL기준)
   남성용 소변기 : 100개 이상
   서양식 화장실 (남녀 합) : 125실 이상
   샤워룸 완비 (18개 이상)
   탈의실 완비
   주방완비에 의한 따뜻한 식사제공
   외기를 차단한 중앙광장 내

자립성있는 시설
·태양광,자가발전에 의한 에너지 공급
·저수조,우수의 활용
·물자의 대량비축가능

귀택 곤란자의 접수처로서

후방지원 거점으로서

재해대책의 거점에 빠질수없는 
정보수집기능 (영국 웨스트 브롬위치)

부상자 응급 처치, 의료기관으로의 유도 중 핵심인 
의무실,구호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시설

청결하고 충분한 수의 화장실이 각 스탠드에.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의 시설

온수 샤워만이 아나라,욕조도 완비(리스본)

라운지 뒤쪽에는 넓은 주방이 완비되어있다. (뮌헨)따뜻한 식사를 할수 있는 넓은 라운지(뮌헨)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 확인 필수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tokubetsu/2014tokubetsu_01-04.pdf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tokubetsu/2014tokubetsu_05-10.pdf



2014 시즌
J클럽 홈경기장

육상경기용 트랙있음   
육상경기용 트랙없음  

콘사도레삿포로

더스파쿠사츠군마

반포레코후

마츠모토야마가FC

카타레토야마

가이나레톳토리

파지아노오카야마

산프레체히로시마

사간토스

아비스파후쿠오카

V·파렌나카사키

로아소쿠마모토

기라반츠키타큐슈

FC키후

토쿠시마볼티스

나고야그램퍼스

주빌로이와타

시미즈에스펄스

카시마앤틀러스

미토홀리호크

토치키SC

베갈타센다이

제프유나이티드치바

카와사티프론탈레
쇼난벨마레

요코하마FC

토쿄베르디

우라와레즈

FC토쿄

오미야아르디자

쿄토상가F.C.감바오사카

세레소오사카

에히메FC

요코하마F·마리노스

카시와레이솔

굵은 글자-J1클럽
가는 글자-J2클럽
작은 글자-J3클럽

후쿠시마유나이티드FC

구루자모리오카

부라우브리츠아키타

AC나가노파르세이로

츠에겐카나자와

후지에다MYFC

SC사가미하라

FC마치다젤비아

Y.S.C.C.요코하마FC류큐

2014

※J3에는 아래 클럽외에 J리그 U-22선발   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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