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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 4강 결정
카시와레이솔,카와사키프론탈레,감바오사카,산프레체히로시마가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 진출을 한 4팀. 사진은 각 팀의 준준결승 홈경기

2014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은 결승토너먼트가 시작. 홈&어웨이에 의한 준준결승이 9월3,7일에 열려,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노리는 카시와레이솔을 시작으로, 카와사키프론탈레,감바오사카,산프레체히로시마가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은 히로시마vs카시와, 

카와사키FvsG오사카 카드로, 1차전이 10월9일(목). 2차전이 12일(일)에 개최된다. 또 올해 결승은 11월8일(토), 사이타마스타디

움2002가 무대가 된다 (2페이지에 관련기사)

산프레체히로시마 카시와레이솔

카와사키프론탈레 감바오사카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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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자키나비스코컵 준결승 진출한 4팀이 결정
카시와레이솔은 작년 준결승에서도 이긴 
요코하마F마리노스에 2-1,3-1로 2전2승 
성적으로, 2연패를 향해 전진했다. 1차전
은 1-1에서 74분, 작년 결승에서 MVP에 
빛난 FW工藤壮人가 결승골. 요코하마FM
에 선제골을 허용한 2차전에서는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는 활약을 보였다. 레안드로는
「工藤에게서 최고의 공이 와, 다음은 넣
는것뿐이었다.」라며 팀 동료의 어시스트를 
칭찬했다.
 또한 첫우승을 노리는 카와사키프론탈레
와 세레소오사카의 대전은 1승1패 성적이
돼, 카와사키F가 2시합 합계 5-4로 이겼
다. 원정 1차전은 MF大島僚太의 1골,1
도움 활약으로 3-1 승리. 한번은 이긴 2
차전은 C오사카의 끈잘간 싸움으로 2-3으
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1점차를 지켜 달아
났다.
칸사이 라이벌대결은 1승1패로 감바오사카
가 이겼다. 빗셀코베와 궁합이 좋은 FW宇
佐美貴史RK 활약해, 이번에도 2시합에서 
1골씩 득점. 1-1로 비긴 1차전에서는 선
제골을 넣고, 3-0으로 쾌승한 2차전에서는 
팀의 2번째골을 넣었다. 코베는 FWマル
キーニョス가 득점해 1차전을 무승부로 
가져갔지만, 2차전은 좀처럼 득점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원정골 규정에 따라 결판이 난 것이 우라
와vs산프레체히로시마. 히로시마의 홈경기
였던 1차전은 무득점 무승부. 2차전은 우
라와가 MF野津田岳人가 39분, FW佐藤
寿人가 48분에 넣어 역전. 준준결승 돌파
에 적어도 2골이 필요했던 우라와
는 71분, DF槙野智章가 동점골
을 했지만, 결승골은 나오지않았다. 
원정에서 넣은 득점수가 많은 히
로시마가 준결승에 진출. 佐藤는 
2차전 종료후「이곳(사이타마
스타디움2002)에 또 결승 팀으로
서 오고싶다」고 말했다.

또 준결승 1차전은 19시, 2차전은 16시, 
결승은 13시5분에 각각 시작된다. 결승은 
후지TV계열로 전국에 생방송된다.

2014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토너먼트
[준준결승,준결승]표시 우측:1차전홈/좌측:2차전홈 [결승]표 좌측을 홈팀 취급

우라와    히로시마   카시와   요코하마FM 카와사키F   C오사카   G오사카    코베
(B1)      (ACL)    (B2)      (ACL)     (ACL)     (ACL)    (A1위)    (A2위)

U-15 J리그선발
브라질캠프

U-15 J리그 선발이, 올해로 17년째 개최를 맞은「日伯우호
컵」에 출전했다. 선발은 2005년부터 대회에 매해 참가해, 올해
가 10년째 출전이 됐다. 日伯우호컵은 플라멩고,SC코린치안스,
보타보고,팔메이라스등 브라질 강호클럽의 아카데미팀이 참가해, 
브라질 국내에서 TV중계되는 주목도가 높은 대회다.
플루미넨세,산토수FC등과 대전한 예선리그는 1승2패 성적으로, 
아쉽게 결승토너먼트로 진출하지 못했지만, 브라질 팀의 능숙한 
시합운영과 공에 대한 집착심을 눈으로 확인해, 자신들과 다른점
을 느끼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대회종료후에는 주최자인 전일본
대표감독, 지코씨가 참가선수를 격려. 예선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이후의 선수생활에서 살려야하며, 선수들은 마음을 새롭게 했다.
또 대회후는 리오데자네이로의 마라카냥스타디움에서 브라질 전
국선수권 보타보고vs산토스FC를 관전. 올해 FIFA월드컵 결승도 
개회한 무대에서 수준높은 축구와 본고장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
끼며, 시합과 대회참가와 다른 국제경험을 쌓을수 있었다.

대회 경기장 지코풋볼센터. 구급과 
경찰 차량도 상주하는 만전 체제였다.

U-15 J리그선발 브라질캠프 참가멤버

<스태프>

<선수>

工藤와 함께 요코하마FM과 1,2차전 득점한 카시와의 레안드로

첫경기 플루미넨세전을 앞둔 U-15 J리그 선발

대회를 마친 선수들. 유명한 
코르코바드 언덕에 올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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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찰보고 미국축구는 새로운 스테이지로(상)

새로운「축구대국」을 목표로
미국축구가 지금, 활기를 띄고 있
다. 2014 FIFA월드컵 브라질에서
는 2대회 연속 16강을 달성하고, 
FIFA랭킹은 17위(9월18일 발표). 
1996년에 시작한 국내리그, 메이저
리그사커(MLS)도 성황이다. 많은 
부분에서 J리그와 많은 닮은 MLS
의 현상황과 노력에 대해, 현지시찰
을 한 中西大介(나카니시다이스케) 
J리그 상무이사의 보고에서, 이번호
와 다음호 2회에 나눠 J리그의 미
래의 모습을 찾고싶다.

왜 미국인가

J리그와 MLS의 시작은 3년차이지만, 1
부리그의 클럽수와 각 클럽의 수입규모, 
평균입장자수등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다.(아래표 참고)
게다가 축구계 전체로 넓혀보면, 대표팀
의 인기가 높은 것과 국내에서 후발 프
로스포츠라는 것, 유럽을 정점으로한 국
제 시장에서 선수가 유출되는 입장에 있
다는 것, 대표팀의 실력, 월드컵 실적에
서 중견국에 위치하는 등 공통점은 많다.
한편, 양자의 차이점으로는 스포츠비지니
스라는 점에서 미국에는 야구(MLB)에만 
머물지않고, 아메리칸풋볼(NFL), 농구
(NBA), 아이스하키(NHL)등 스포츠 선구
자적 존재와 경험이 있는 것이다.
또 양리그를 비교해 보면, J1~J3까지 승
강제가 있는 J리그에 비해, MLS에는 승
강제가 없고 그 만큼 투자대상으로서 기
업과 스폰서로부터 참여를 촉구하기쉽다
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SUM의 존재

미국이 이전「축구 불모지」라고 불렸던 
것은 완전히 과거의 얘기다. 1996년 
MLS 창립이후, 일시, 입장자수와 팀수의 
감소에 이르렀다. 거기에 제동을 걸었던 
경영면에서의 회복을 도모한 전환점은 
2002년 사커유나이티드마케팅사(SUM)
의 설립에 힘입은 것이 크다.
SUM은 MLS클럽의 오너에게 출자를 의
무화 설립된 것으로, 미국에서 축구 가치
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축
구컨텐츠 마케팅을 중앙관리하는 조직으
로서 존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SUM이 미국대표팀을 비
롯한 미국축구연맹의 방영권과 스폰서권
과, MLS의 방영권과 스폰서권 양쪽을 
관리해, 권리료를 양자에게 가져다주는 
점이다.
대표팀과 국내리그라는 두 축을 SUM이
라는 마케팅 전문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축구계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수입을 확
대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는 MLS의 스폰서 기업 26사
와 미국연맹의 20사로, 10사가 중복되고 
있다. 그리고 스폰서 갱신율은 9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 SUM은 멕시코대표팀의 미국 국내에
서의 마케팅권과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
맹의 대회운영권, 유럽클럽의 미국에서의 
마케팅권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
운 점이다.

축구 선진국으로의 노력
나카니시 상무이사에 의하면, SUM의 자
산가치는 약 600억엔정도라고 한다.그리
고 SUM의 주식매각으로 얻은 약150억
엔의 재투자처로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⓵디지털 마테팅 ⓶스타우팅 
③선수육성의 3분야다.
⓵에서는 MLS의 일부분으로서 MLS디
지털을 설립하고, 리그만이 아니라 각 클
럽의 공식홈페이지 운영과 컨텐츠 작성, 
거기에 자비로 TV스튜디오 설치까지 하
고 있다. 직후, 영상과 정보를 발신하고 
있고, 총 약 50명의 스태프를 거느리며 
전 시합을 망라하고 있다. 
⓶는 국제적인 스카우팅망의 확충등으로 
충당돼, 팀에 얽매이지않고 리그 전체로
서 어떤 선수를 획득할 것인가라는 시점
에 서있다. MLS은 전력 균등을 위해, 1
클럽당 원칙 약 3억1천만엔 (계약은 30
명까지)의 샐러리캡제가 도입돼 있어, 각 
클럽이 선수를 획득할 때 보조금에도 쓰
여지고 있다. 한편 07년에 특별지정선수
제도 (Designated Player Rule)을 도
입. 클럽은 샐러리캡 범위외에서 최대 3
명까지 선수를 획득할 수 있다.
③은 프랑스축구연맹과 제휴해 각 클럽
의 아카데미부붐의 코치를 프랑스에 보
내, 라이센스 취득과 유럽시찰에 투자되
고 있다. 또 프랑스연맹으로부터 지도자
를 미국으로 초대해 각 클럽에서 순회지
도를 하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MLS가 성장한 3개의 요소
를 소개하면서, J리그에서 어떻게 살릴까
라는 시점에서 나카니시 상무이사의 생각
을 듣는다

J리그와 MLS 기본정보

J리그
1993
10→18

(J2,J3포함 51)

홈&어웨이 2회전
1스테이지제

J2,J3,승강제있음

⓵10~60억엔⓶554억엔
※2013년

1만7226명

일본48위

일왕배,나비스코컵

출범해
클럽수

(출범해현재)

대회방식

거버넌스

클럽수입규모⓵단일,⓶합계
평균입장자수
(2013년)
FIFA랭킹
2014.9

기타대회

MLS
1996
10→18

(2015년 21클럽)
동서컨퍼런스에서

정규시즌
10클럽에 의한 PO
single entity

2부없음,승강제없음⓵15~48백만달러⓶494.2백만달러
※2013년,포브스사

1만8608명

미국17위

US Open Cup

미국 축구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8월2일에 미시간주에서 열린 맨체스터유나이티드(잉글랜드) vs 레알마드리드(스페인)의 친선시합은 미국 축구입장자 기록을 바꾼 10만 

9318명을 모았다.

MLS올스타에도 많은 입장자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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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페어플레이에 대한 노력
서포터에 의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요코하마F마리노스에 제재를 결정

J리그의 村井満(무라이미츠루) 체어맨은 
8월23일에 개최된 J1리그전 21R의 요
코하마F마리노스 vs 카와사키프론탈레에
서 발생한 요코하마FM 서포터에 의한 
차별적 행위에 대해, 재정(裁定)위원회에 
자문해, 요코하마FM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은 제재를 결정했다.
J리그는 일본축구협회, J리그 전 클럽과 
함께 차별을 단호히 허용지않는 강한 태
도로서, 반복 계몽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
을 확인하며,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연수
와 차별 박멸활동을 실시해 간다.

제재내용(발췌)

1. 
대상사안

2. 
제재내용

3. 
제대이유

2014년 8월23일 19시 킥오프 닛파츠미츠자와구기장에서 열렸던 J리그 디비전1 21R‘요코하
마F마리노스vs카와사키프론탈레’시합에서 요코하마FM의 골대뒤 서포터 1명이, 카와사키F의 
선수에 대해 바나나를 걸고,흔드는 도발행위가 있었다.
(1)견택(시말서를 쓰고,미래를 훈계)
(2) 제재금 500만엔
요코하마FM서포터가 시합중에 상대팀의 선수에게 바나나를 걸고, 흔든 도발행위는 국제사회에
서는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용서하기힘든 행위며, 실행자는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이 행위는 인
종차별적 행위라 할 수 있다.요코하마FM은 행동시합이 카나가와더비라는 점에서 사전에 서포터
문제 발생을 예상하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 건을 빨리 파악하
며, 발생후는 빨리 실행자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무기한 입장금지처본을 하기로 발
표했다. 또 카와사키F에 대해서도 빨리 사죄를 했다. 이데따라 요코하마FM의 해당시합에 대한 
감시체제와 본건 발생후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은 인종차별적행위의 발
생을 예방하는 고도의 책무를 진다. 클럽의 팬,서포터에 대한 계몽활동이 충분했다고 할 수 없
고, 설령 본건이 해당 서포터의 단독행위며, 클럽으로서 예견하는 것이 곤란했다고해도 계몽을 
다해 본건의 발생을 예방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못한 책임은 클럽에 있다.

「JFA 리스펙트 페어플레이 데이즈 2014 차별,폭력없은 세계를!」에 협력
J리그는 9월5~14일에 공익재단법인 일본축구
협회 (JFA)가 연「JFA 리스펙트 페어플레이 
데이즈 2014 차별,폭력없은 세계를!」노력에 
협력했다.
이 활동은 축구와 스포츠 현장에서 표면화된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 박멸할 의사를 
강하고 표하며, 이후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도록, 계몽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리스펙트(소중히 하는 것), 
페어플레이의 정신을 공유하며, 차별과 폭력
에 단호히 반대하는 메시지를 널리 전했다.
J리그는 13,14일에 개최된 J1,J2,J3의 각 
시합에서 선수에 의한 차별/폭력근절선언의 
실시,계몽영상에 대한 선수 출연, 경기장에서 
프로모션비디오 방영, 배너 게시를 하며, 6일
에는 일본축구발물관에서 개최된 싱포지움에 
참가했다.

이번 요코하마F마리노스의 서포
터에의한 차별적 행위에 대해 매
우 유감입니다.
도발행위를 받은 선수,카와사키
프론탈레의 관계자와 팬,서포터 
모두, 또 불쾌한 생각을 받은 
많은 여러분에게 깊히 사과합니다다.
J리그에서는 작년 차별단절에 대한 세계의 움직임
과 같이, 또 특히 올해 3월 우라와레즈 서포터에 
의한 차별적 걸개 사건이후, 전 클럽과 함께 위기
감을 높이고, 정보공유 및 감시책, 계몽활동을 통한 
방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번 저는 차별적 사실이 발생했을 때 클럽의 책임
을 어떤 시점에서 검증하는가에 대해 ⓵계몽활동 
⓶감시체제 ③발생후 대응,의 3개로부터 검토했습
니다. 요코하마FM의 해당시합에서 감시체제와 발생
후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
으로 팬,서포터 모두에 대한 충분한 계몽활동이 됐
다고는 생각지않고, 클럽의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요코하마FM은 3월에 일어난 우라와의 차별사건이
후, 신속히 클럽내 인권연수를 실시하는 등, 강한 
의지를 갖고 솔선해 차별문제에 마주해온 클럽의 
하나였지만, 계몽이라는 점에서는 J리그, 요코하마
FM을 비롯해, 다른 많은 J클럽에도 아직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있다는 할 수 없습니다. 본 건은 
한 클럽의 문제에 머물지않고, 축구계 전체의, 더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한사람 한사람이 
주체적으로 마주해야하는 것임을 시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J리그는 이어서, 일본 축구협회 및 J리그 전 클럽
과 협동해, 단호히 차별을 허락지않는다는 강한 태
도로 반복해 계몽의 기회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동시에 팬,서포터 여러분도「차별」이라는 전세계 
모든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뿌리깊은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마주하며, 축구계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함께 세계에 제언하며 계몽에 
노력해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서포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평소부터 경기
장 내외에서 J클럽과 선수들의 응원,서포터를 통해 
J리그를 복돋워줘 감사합니다.
4월에 발표한 J리그 페어플레이 선언에서도 말했지
만, 우리들은 안심 및 안전하며 쾌적, 그리고 연령,
성별,국적등 구별없이 누구나가 꿈을 꾸며, 즐길 수 
있는 J리그이고싶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기초해, J리그의 경기장 내외헤서 메
시지와 언동은 그에 연관된 분들이 공감하고, 감동
을 공유할수 있는 것이 되도록 협력바랍니다.
J리그를「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개방된 리그」가 
되기위해,여러분과 함께 계속 생각해가고 싶습니다.

요코하마F마리노스의 제재에 대한 무라이 체어맨 코멘트

《참고》차별에 대한 국제축구연맹, 일본축구협회,J리그 노력과 징별규정

FIFA헌장 제3조(반차별 및 반인종차별 자세)
인종,피부색,민족,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언어,종교,정치적또는 그 외 신념,재산,출신 또는 그 외 자신,성
적지향,또는 그 외 이유에 따른 국가,개인,또는 그럽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엄격히 금지돼, 자격
정지 또는 추방에 따라 징벌할 수 있다.
2013년5월 결의⓵교육:액션플랜실행의 의무화⓶방지:각대회에 반차별 오피셔 설치
③징벌규정의 준수
FIFA 징벌규준(FDC) 제58조 발췌(차벌)
1. a)차별적 혹은 모욕적인 발언 또는 행위에의해,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존엄을 해하는 자는, 최소 5시
합 이상의 출전정지. 거기에 경기장 입장금지 및 2만 스위스프랑(약230만엔)이상의 벌금이 실행자에 부과
된다. 위반자가 임직원인 경우는 3만 스위스프랑(약340만엔)이상.
  b)동일 클럽 또는 협회의 복수의 인간이 동시에 전조항에 위반한 경우, 팀은 첫회는 3점, 두 번째 위반
은 6점의 승점감점. 더한 위반의 경우는 하위 디지전으로 강등될 수 있다.
2. c)서포터가 본조항 a)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가 비난할만한 것인가 혹은 과실에의한 것인가에 관계없
이, 해당 협회 또는 크럷에 대해 최소 3만 스위스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
  d)중대한 위반에는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돼, 특히 무관중경기,몰수,승점 감축, 또는 협의회의 자격박탈등
을 포함한다.
3. 관중이 본조항 1.a)에 위반한 경우,최소 2년간 경기장 입장금지를 받는다.

국제축구연맹(FIFA) 일본축구협회(JFA)

JFA규약 제3조 [준수의무]
인종,성,언어,종교,정치 또는 그 외 사유를 이유로하
는 국가,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은, 어떤한 것이
든, 엄격히 금지된 것으로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
는 징벌의 이유가 된다.
JFA징벌기준 [3-5차별]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또는 출신등에 관한 차별
적 혹은 모욕적인 발언 또는 행위에 의한, 개인 혹
은 단체의 존엄을 해한 경우, 아래처럼 징벌을 과한
다.
(1)선수등(아마추어포함)의 경우, 원칙으로서 최소 5
시합 출전정지처분 및 10만엔 이상의 벌금
(2)동일 팀의 복수의 개인: 승점 감점
(3)서포터:그 유해성에 상관없이 해당 팀에 40만엔 
이상의 벌금. 중대한 위반에는 무관중경기, 시합몰수, 
승점감점, 경기장 자격박탈등
(4)관중(서포터포함):최소 2년간, 경기장에 입장을 금
지

J리그 경기장에는 킥오프전에 양 주장이「차별/폭
력근절선언」을 읽었다(닛산스타디움)

J리그 경기장에는 킥오프전에 양 주장이「차별/폭
력근절선언」을 읽었다(닛산스타디움)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 확인 필수



J리그 JFA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주요 노력 J리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주요 노력
J리그 구약 제3조4항
J리그 관계자(J리그 임직원,J리그 회원 및 그 
임직원 및 J리그에 소속된 선수,감독,토치,심
판 그 외 관계자)는 어떤한 것이든, 인종,성,
언어,종교,정치또는 그 외 사유를 이유로하는 
국가,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J리그 규약 제142조[제재 종류]
(1)J클럽에 대한 제재 종류
①견책 ②제재금(1건당 1억엔 이하) ③중립
지에서 시합 개최 ④무관중경기 개최 ⑤시합 
몰수 ⑥승점 감점 ⑦출전권 박탈 (다음 연도 
리그컵전 출전권 박탈) ⑧하위디비전에 강등 
⑨제명 (※그외 J클럽에 소속된 개인에 대한 
제재도 있음)

●차별박멸에 대한 노력
-차별금지,징벌조항(JFA규약)
-리스펙트 페어플레이위원회설치
-리스펙트 페어플레이데이즈2014실시(9월)
●도핑에 대한 노력<안티도핑>
-J리그,일왕배등 주요대회에서 도핑검사실시
-상기리그 소속클럽에 대한 교육,계몽활동
●폭력/허래스먼트에 대한 노력<리스펙트 페어 
  플레이위원회>
-폭력상담창구 개설,도도부현협회 포함한 사실확인
-지휘자로부터 선서서제출,지도자 강습회에서 계몽활동
●위법도박/승부조작에 대한 노력<윤리위원회>
-FIFA EWS(Early Warning System)과 계약
-J리그 각 클럽에 계몽
-고문계약 변호사로부터 국제적 정보 조기수집

●차별박멸에노력「2014년4월 3개의 페어플레이선언」
-차별금지,벌금조항(J리그조약)
-서포터에 반차별 체어맨 메시지 발신
-전크럽에 컴플라이언스 오스셔설치,소셜페어플레이 연수 실시
-법무성 협력을 얻어,인권연수 실시 회
●도핑에 노력(안티도핑)
-JFA/JADA와 여내,공식시합에서 도핑테스트 실시
●폭력/해러스먼트에 노력
-2011년11월「J리그폭력배제 헬프라인」을 창설
-2012년2월「폭력단배제선언」
●위법도박/승부조작에 노력
-2011년11월 FIFA EWS(Early Warning System)과 계약
-JFA인티그리티협의회와 연대/J리그 각클럽에 계몽

J리그
컴플라이언스연수
실시현황

전클럽의 연수현황 ※9월21일 현재
①승부조작 방지연수:8월말에 전클럽 완료
②부당요구방지 책임자강습:29클럽 수강제. 12월말까지
③인권연수:9월말까지 전클럽 완료예정 ④SNS연수:2013~14의 2년간 합계 28회 개최

요코하마F마리노스
①승부조작연수:6월21일, 승부조작 연수회
②인권연수:7~8월까지 합5회, 142명 완료
③서포터위한 인권연수:9월1,2일 60~100명

2014 J리그 월간베스트골/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매월 J1리그전에서 가장 우숳나 골을 시상하는「월간베스트골」에,8월
은 DF西大伍(카시마앤틀러스)가 18R의 산프레체히로시마전 (8월2일)
에서 70분에 넣은 득점이 뽑혔다. MF小笠原満男의 CK를 원터치 발
리슛으로 차 시원한 득점이었다. 월간 베스트골은 연간 가장 우수한 골
에 수여되는「최우수골상」의 후보가 되며, 이 상은 12월9일(화) J리
그 어워즈에서 시상한다.
한편 매월 리그전(J1,J2)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를 시상하는「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은 8월의 J1은 MF柴崎岳(카시마), J2는 MF松
下年宏(요코하마FC)가 선출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30만엔, 20만엔 
상금이 수여된다.

일본대표 아기레감독이 체어맨실을 방문
SAMURAI BLUE(일본대표) 감독에 취임한 
멕시코인 하비에르 아기레감독이 8월25일에 
체어맨실을 방문해, 村井満 J리그 체어맨과 
간담했다.
멕시코 선수육성을 높이 평가한 村井満체어
매은「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을 해가
고싶다」라고 말하며, 아기레감독도「J리그

의 시합을 적극적으로 시찰해가고 싶다」라
고 답했다.
또 村井체어맨은 9월7일부터 10일에 걸쳐, 
스위스 취리히에있는 국제축구연맹(FIFA)를 
처음 방문. 각 대륙연맹과 리그,클럽대표자들
과 모인 회의에 출석했다.

J리그의 새로운 관전 스타일 제공에
「リアサカLIVE J리그」를 개시

J리그는 주식회사 J리그 미디어프로모션 및 데이터 스타디움주
식회사와 공동으로, J리그의 새로운 관전 스타일을 제공하는
「リアサカLIVE」(Windows 스토아앱) 서비스를 2014년 9
월13일부터 개시했다. j리그 시합을 보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서 
태블릿으로 시합 데이터를 체크하거나, Windows의 멀티태스크 
기능을 활용해, 태블릿으로 시합관전하면서, 앱을 표시시켜 j리그 
관전을 보다 한층 즐길수 있다. 상세한 건 아래와 같다.

リアサカLIVE J리그
서비스명  リアサカLIVE J리그
대응기종  Windows 8.1
가격     무료
다운로드  http://apps.microsoft.com/windows/ja-jp/app/live-j/
URL     1ea30e40-814e-488c-88e3-6e8722eb6322
대상시합과 기간  2014 J리그디비전1 각 라운드 1경기 (23~34R)
 R      개최일       킥오프     대전카드     경기장

미니골 기증

J리그는 9월1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J리그 TEAM AS ONE 
모금」용도로서, 이와테현,미야기현 연안부 및 후쿠시마현(会津
지구를 제외)의 유치원,보육원등 합 196곳에 미니골을 기증하는 
걸 결정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
어든 유아에게 즐겁게 몸을 움직일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히로시마 토사재해에 대한 의원금에 대해

J리그는 9월1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8월20일에 발생한 호우
에 의한 대규모 토사재해에 따른 피해를 받은 히로시마시에 대한 
지원으로서, 의원금 200만엔을 내기로 결정했다.

2014 독서주간기획
「풋볼X북페스티벌 2014」를 후원

J리그는 9월1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10월31일(금)에 일본축
구박물관에서 개최한「2014 독서주간기회「풋볼X북페스티벌 
2014」」(주최:도서관海援隊축구부)를 후원하는 걸 결정했다. 
이 페스티벌은 “축구책”에 관련된 저자,출판사,서점,도서관, 그
리고 독자,서포터가 한곳에 모여, “축구책”의 매력과 풍요로운 
축구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축구와 책의 매력을 재인식
하는 것과 함께 널리 세상에 발신하는 걸 목적으로 개최한다.

시원한 발리슛을 넣은 
西(왼쪽부터 2번째)

「팀내 책임감이 작년보
다 늘었다」다는 柴崎

松下는「상에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계속」이라
며 코멘트

아기레감독(우)과 村井체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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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3년「아시아사업」

각국이 자랑하는 리그를 가지기 위해서
일본축구와 아시아축구의 레벨업, 공존공영을 목표로 2012년에 시작한 J리그의「아시아사업」이, 머지않아 3년을 맞이한다. 
그간 아시아축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활동과 성과, 이후 과제등에 대해 보고한다.         J리그 상무이사 中西 大介

상황의 변화
현재 10월부터 시작되는 인도슈퍼리그
(ISL)에 관한 화제를 듣게 됐다. 전 일
본대표감독인 지코씨가 ISL 클럽의 감독
으로 취임해, 알렉산드로 델피에로(이탈
리아), 다비드 트레제게(프랑스), 프레드
릭 융베리(스웨덴), 왕년의 스타선수도 
참전. 아시아 축구 시장의 확대를 알리
는 사건의 하나로, 인도와 태국등은 명
확히 자국내에서 시장을 만들려 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에서도 자산가가 축구
에 투자하는 등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한펴,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방송권료
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에 의해 지원받
으며,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싱가폴에 사
무소를 개설한 것 처럼 유럽 리그와 클
럽이 축구인기가 높은 아시아에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축구가 국제무대에서 호성적을 거
두기위해서는, 아시아축구 전체의 수준 
향상이 필수」라는 시점에 서서, J리그
가 그 추진역이 되야하며 아시아 전략실
(현 아시아실)을 세운 것이 2012년 1
월. 리그에 부가가치를 주려고 시작했지
만, 앞서 말했듯이 당시로서는 상상외의 
상황도 생겨, 아시아사업은 J리그가 그 
지역에서 리더십을 얻기위해 필수적인 
활동이 되어 왔다. 그런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기 것이, 이후 이 사업에서 중요
한 요인이 된다.

활동의 세 축
J리그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이그가 있는 국가들은 축구열기가 높고, 
수준높은 유럽축구에 관심도 높다.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J리그가 생각하는 아
시아축구의 발전은 각국의 사람들이 자
국의 리그와 클럽에 자부심을 기질수 있
는 상황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 아시아 
축구시장을 크게 고정하는 것이, 아시아 
전체의 수준 향상도 제촉하고, J리그의 
발전에도 환원될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한 활동의 세 축인 것이 우선 
J리그 시합을 방송하는 기반의 확립, 그
리고 축구 지도, 지도자 육성, 보급활동
등을 통해 땅에 발을 붙인 인적교류, 거
기에 톱클래스 선수가 J리그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세 번재
에 대해서는 아시아권과 별도로 제휴국
권을 만들었다. J1 수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지만, 그래도 동남아시아의 선
수를 획득한 콘사도레삿포로, 반포레코후
등은 각자의 연고지와 선수의 모국을 직
접 맺게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다.
각국이 자랑하는 리그를 가질수 있을지, 
거기에 J리그가 얼만큼 공헌할수 있을까

가, 아시아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일 것이다. J리그는 그를위해 
약20년간 기른 노하우를 아쉬움없이 제공
해 왔다.

약점을 강점으로
대 아시아의 노력으로, 원래라면 약성인 
것이 강점이 되는 것도 알게됐다. 우선 
일본도 이전은 축구가 약했던 것. 일본대
표는 30년전까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에 졌던 적이 있었다. 그것이 
FIFA월드컵에 5대회 연속 출전할수 있게 
될 때까지 성정한 것이, 현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우리들도 할수있을
지 모른다. 일본에게서 배우고싶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축구발전 중에 있는 아시아국
가라는 것이다. 축구계에서는 유럽과 남미 
이외는 핸디가 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성장도 눈부신 아시아에 있는 걸 강
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의식
을 가질수 있다.
세 번째는 후발주자라는 점. 이전 사람들
의 실패를 교훈으로 하면서, 그걸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 된다. 아시아 사
업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다.
또 일본이 국가로서 ASEAN(동남아시아 
제국연합)과 관계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J
리그가 얼만큼 공헌할수 있을까. 국가와 
기업이 ASEAN제국과 양호한 관계를 맺
기위해서, 현지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
하는 축구가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가능
성이 있다. 기업간의 가교역등, 축구를 통
한 관계가 열매를 맺은 예도 많았다.

네트워크 만들기
이후 테마로서는 현지의 일차정보를 얼마
나 입수하는가. 관계자의 왕래는 많았지
만, 현지에 없으면 모르는 것도 많이 있
다. 국가 기관, 현지 법인,개인, 두국가간
의 우호관계 만들기에 분주한 사람들등, 
축구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
야의 조직,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 물론, 분데스리가처럼 현지 오피스
를 만드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이지만, 목
적은 다르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J리
그의 얼굴이 보이는 듯한 활동을 하는 것
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또 선수들이 아시아 각지에서 젊었을때부
터 쌓은 경험은 어떤것으로도 바꾸기어렵
고, 육성연대의 교류를 압도적으로 늘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각국에서 개최되는 대회
에 출전해, 혹은 일본에서 국제유스대회를 
창설해 초청한다. 지도자 교류도 생기고, 
서로에게 얻는 것은 클 것이다.

J리그 시합을 방송하고 있는 국가

J리그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있는 리그인 국가

J클럽에 소속된 AFC가맹국 선수

J클럽 제휴처:7클럽

[합계 69개국과 지역]
중국,홍콩,베트남,싱가폴,말레이시아,미얀마,태국,
대만,필리핀,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아메리카,캐니
다,카브리해제국(32개국),중동․아프리카(23개국)

[제휴국]
인도네시아 2명:Irfan (코후),Stefano
[그외 AFC가맹국]
호주 1명:Kennedy나고야)
말레이시 1명:TAM SHEANG TSUNG(후쿠오카)
동티모르 1명:Quirino (코후) ※출생지는 브라질
중국 1명:高 准翼(토야마)
대한민국 59명 (외국국적 선수취급하지 않는 선수를 제외)
※2014년9월12일 등록시점(전 외국국적선수 153명)

삿포로:동탐롱안FC(베트남)콩켄FC(태국),아레마크
로너스(인도네시아)
요코하마FM:수판부리(태국),양곤유나이티드FC(미
얀마),트라이아시아프놈펜FC(캄보디아)
시미즈:BEC테로사사나(태국)
이와타:무앙통유나이티드(태국)
C오사카:방콩글라스FC(태국)
코베:촌부리FC(태국)
FC류큐:케란탄(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트너십협정체결후 첫 현지 활동이었던 태국 아
유타야에서 축구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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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사업 토픽스

村井체어맨이 특별 게스트로서 V리그 어워즈에 출석
J리그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베트남 프로리그(V리그)의 연간 시상식
「V리그어워즈」가 8월20일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러, 村井満 J리그 체어
맨이 특별게스트로서 출석했다.
2012시즌은 J리그로부터 스태프를 파견
해, 어워즈 운영을 도왔다. 이번 시즌은 
첫 팬,서포터 약500명을 초대해 베스트

일레븐, 득점왕등의 시상이, 인기가수에 
의한 쇼한등을 섞어 화려하게 열렸다.
특별게스트로서 등록한 村井満체어맨이
「꼭 FIFA월드컵에 일본과 베트남이 함
께 출전합시다」라고 코멘트하자, 그곳
에 모인 팬,서포터들은 큰 환성을 질렀
다.

이 어워즈에서는 村井満체어맨 외에 大
東和美 전 J리그 체어맨(현:주식회사 J
리그 미디어프로모션 회장),田中孝司 V
리그 대회조직위원장 등도 출석. 村井
満,大東和美은 체류기간중, 田中위원
장과 회담, 현지 일본영사관과 축구관계
자와 교류와 시설방문등을 하며, 베트남 
축구의 현상파악과 양국 축구 친교에 힘
썼다.

베트남 빈즈엉성에 잇는 빈즈엉FC 그라
운드에서 8월23,24일에「카와사키프론
탈레 축구클리닉 in 베트남」이 개최돼, 
2일간 현지의 합 340명의 아이들이 참
가했다.
「생활문화의 특색을 살린 매력있는 상

품,서비스의 구축,매력의 발신」을 목적
으로한 경제산업성의 신흥국 시장개척 
보조사업의 일환으로서 개최돼, 축구클리
닉 외에 일본 각 기업의 현지에서 PR활
동도 실시. 당일은 약 1시간 1반의 축구
클릭을 비롯해, 프라모델 제작체험과 9

월부터 운행이 시작되는 베가멕스東急버
스 승차체험등도 열렸다.
참가한 아이들은 축구클리닉에서는 시종 
미소로, 또 첫체험이라는 프라모델 제작
체험에서는 악전고투하면서도 즐겼다. 축
구클리닉에서는 참가자가 몸을 움직이U 
기쁨을 맛보고, 일본의 놀이와 생활의 
일부를 체험하는 시간도 제공할수 있었
다.

카와사키프론탈레 축구클리닉 in 베트남을 실시

V리그 관계자가 방일.村井체어맨들과 간담
9월19~24일 6일간, V리그와 V클럽 관계자, 베트남 미디어 총31명이 
방일해, J1리그 2시합 시찰을 비롯해, J클럽 시설과 JFA하우스 견학, 
프린스리그 시찰등을 했다. 또 J리그와 일본축구협회(JFA)의 각종 사업
설명회와 시찰지의 클럽 협정을 얻고, 클럽의 조직체제와 경영기반, 연고
지 활동, 육성등, 여러곳에 걸쳐 정보제공을 했다.
V리그와는 현지에서 U-13 J리그 선발의 해외 캠프와, 축구클리닉등 보
급활동을 실시해 왔지만, 대규모 시찰을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 리그 
운영과 매니지먼트에 관한 정보 교환이라는 파트너십 협정내용의 하나가, 
처음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방일한 19일에는 환영 리셉션이 열려, 村井
満 J리그 체어맨이「같은 축구패밀리로서 힘냅시다」라고 인사했다.

V리그어워즈 모습. 올해는 팬,서포터도 초대돼 화려함도 더했다.

연설하는 村井체어맨.「J리그어워즈와 홍백 가합 
전을 합한듯한 큰 이벤트

힘차게 볼을 쫓는 아이들

베트남 아이들이 축구를 즐기며,일본의 놀이와 생활의 일부를 체험한 2일간이었다.

환영리셉션에서. 왼쪽부터 베트남프로축구리그(VPF)사의 창두이
리 전무이사, 中野幸夫 J리그 전무이사, VPF사의 판곡비엔 사
장, 村井체어맨, 베트남축구연맹의 두온 누기브 호이 부사무국
장, 田中孝司 V리그 대회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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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宮山 悟(코미야마 사토루) J리그 이사에 묻다(하)

「J리그 속에서도 절차탁마해 레벌업 

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J리그 이사로서 활동하는 전 일본프로야구선수, 小宮山 
悟씨의 인터뷰를 전호에 이어 전한다. 축구와 야구의 차이, 일본축구의 
수준향상, J리그 백년구상의이념등에 대해 물었다.

小宮山 悟(코미야마 사토루) 1965년 9월15일생, 치바현출신. 芝浦공업대한柏고교, 早
稲田대학을 거쳐, 1989년에 드래프트1위로 롯데오릭스(현 치바롯데마린즈)에 입단. 요코하
마베이스타즈,미국메이저리그 뉴욕메츠에서 뛴후,2004년에 치바롯데마린즈로 복귀해, 09년
에 선수생활을 은퇴. 현재는 프로야구해설등을 중심으로 활동. 올해 1월 J리그 이사에 취
임했다.                     ※이 인터뷰는 2014년 8월1일에 실시했다.

목표의 차이

- J리그가 시작된 1993년, 小宮山씨는 이
미 프로야구선수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같은 
프로리그 탄생을 어떻게 봤나.
小宮山 시작랄때까지는「괜찮을까」라는 생
각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JSL(일본축구리그)
가 집객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걸 알고있었기 
때문에. 그걸 프로로 한 것에「어떨까」라
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한 수의 사
람이 (경기장에)들어오는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 이번은「이대로라면 야구 인기가 조금 
잠식될까」라는 불안같은 것을 느꼈다.
-개막부터 3년째가 되자, J리그 입장자는 감
소했다.
小宮山 고교시절부터 축구야말로 세계스포
츠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꽤 걱정하고 있었
다. 뭔가 해결책은 없는가라고 생각했지만, 
당시는 프로야구선수로, 미디어를 통해 정보
가 없었고,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당시 川淵三郎 체어맨(현 일본축
구협회 최고고문)을 비롯해, J리그 관계자 
모두는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J리그 성공에 
건 마음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으니까.
-같은 프로스포츠라도, 축구와 야구에서 다른 
것은 어떤 것인가.
小宮山 전날 J리그 특임이사인 宮本(恒
靖)씨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목표가 가
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였다. 초등학생에게 
장래 꿈을 물으면, 축구에서는「일본대표에 
뽑혀, 월드컵에 출전하고싶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야구에
도 사무라이재팬(일본야구대표)가 있지만, 사
무라이재팬으로 뛰고싶다는 아이들은 적다. 
「양키스에서 뛰고싶다,다저스에서 들어가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축구는 대표팀이 있고, 클럽팀이 있어 거기
서 유럽클럽에서 뛰고싶다는 건 있지만, 최
종적인 목표는 대표라고 생각한다. 코시엔에
서 활약한 선수에게 마이크를 대면, 5년후, 
10년후에 사무라이재팬에서 활약하고싶다라
고 답하는 선수는 적을 것이다. 그게 축구와 
야구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선수가 J클럽에서 유럽등 해외 클럽으로 이
적하는 흐름을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
가 있다.
小宮山 적극적으로 해외로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이을려는 선수들이 
J리그에서 열심하면 되니까. 본고장 톱레벨에
서 뛰는 건 정말 힘들다면 국내에서 미덥지
않은 선수에게는 무리일 것이다. J리그에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저녀석에게는 못당해」
라고 들을 레벨이 되지않으면 유럽에서는 활
약할수없다고 생각하면, 제법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미래에는 해외 
클럽에서 뛸거다」라고 선언해 J리그 피치에
서 싸우는 것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 J리그 속에서도 절차탁마해 수준향상될 
수 있지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념이 있기에 있는 J리그

-일본 축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J리그의 수
준향상이 필수다라는 것이다.
小宮山 틀림없이 일본 축구의 토대다. 토대
가 커져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제대로된 것이 
점점 쌓아올라간다. 그 분분을 얼마나 구축
할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J리그가 제대
로 하지않으면 안된다. 저변을 지지하는 초
중생이 프로 시합을 봤을 때,「굉장하다」라
고 생각할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J리그가「J리그 백년구상」이라는 이념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小宮山 그 이념이 있기에 있는 J리그라고 
생각한다. 바로 J리그가 전면에 내보여야할 
부분이다. 이전, 川淵씨가 J3 클럽의 실행
위원등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J리그 이
념 스터디 그룹에 동석핸던적이 있다. J리그 
창설에 이르는 고생담등을 듣고, 정말 이념
을 소중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롭게 J리
그에 강비한 동료가 이념을 공유한다는 노력
이 있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프로야구는 12
구단밖에 없지만 J리그는 이후에도 전국으로 
확대해 간다는 흐름이 있고, 거기에 동반해 
이념도 퍼져 공유할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것이다.
-이후에는 J리그 이사로서 어떤 노력에 관연
해 갈 것인가
小宮山 지금은 여러 가지를 공부중으로, 커
다란 건 말할수없지만, 집잭 시책등에 흥미
가 있다. 예를 들면 올 시즌, 세레소오사카에 
포를란 선수가 가입해, 입장자 증가로 이어
지고 타 클럽도 조금씩 은혜를 입었다. 한편 
일본인 선수에 의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
었으면 한다. J클럽의 아카데미와 JFA,J리그 
특별선수 지정제도등, 축구계는 야구계에는 
없는 노력을 하고 잇다. 그런점에 아이디어
를 내거나, 조언을 할수있도록 되고싶다. 좀
더 육성등 J리그는 제 생각보다 훨씬 앞을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디까지 도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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