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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성남 잡고 창단 첫해
승격을 향해 나아간다
아산무궁화는 15일(수) 19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KEB하나은
행 K리그 챌린지 2017’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아산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부산을 상대한다.
아산은 정규리그 최종전서 부산과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3위를 확정 짓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놓고 성남과 단판
승부를 겨룬다. 아산은 무승부만 기록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다. 때
문에 성남보다는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올 시즌 아산은 성남을 상대로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고, 단 1득점만을 기록했다.
성남과의 첫 만남에선 성남 황의조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정다훤의 동
점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골이 올 시즌 아산이 성남에 기록한 처음
이자 마지막 득점이었다. 두 번째 만남에선 점유율에서 크게 앞섰으나 마무
리가 아쉬웠다. 역습 상황 성남 박성호에게 실점하며 0-1로 패했다.
세 번째 만남에선 0-2로 패했고, 최근 만남에선 슈팅 숫자에서 우위를 가져
갔으나 역시 결정력이 부족했다. 이 경기에서 아산은 성남에 0-1로 패하며

ASAN
2017.11.15(WED) 19:00 SEONGNAM
MUGUNGHWA @YISUNSIN STADIUM
FC

올 시즌 성남과의 전적을 1무 3패로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아산은 1득
점 5실점을 기록했다.
앞서 말했듯 정다훤의 골이 올 시즌 성남을 상대로 한 유일한 득점이었고, 김
현은 6개의 슈팅과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며, 성남전에서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반대로 성남 박성호는 아산을 상대로 2골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박성호를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이 되서는 안 된다. 아산은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 플레이오프로 진출한다. 하지만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노려
야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성남은 득점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
성이 크다. 이 빈틈을 노려야 한다. 아산이 성남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산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시 18일(토) 15시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부산과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vs SEONGNAM
성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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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SEONGNAM
플레이오프 일정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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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GU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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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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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승 1무 3패

상대전적

3승 1무 0패

V

3

순위

4

플레이오프
11월 18일(토) 오후 3시
@부산구덕운동장

15승 9무 12패

성적

13승 14무 9패

44

득점

38

37

실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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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성남 잡고 창단 첫해 승격을 향해 나아간다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 11월 22일(수) 오후 7시 @PO승자홈
2차전 - 11월 26일(일) 오후 3시 @11위팀홈

V

준플레이오프
11월 15일(수) 오후 7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성남 FC

부산아이파크

클래식 11위

VS SEONGNAM
KEY PLAYER

vs SEONGNAM
최다 득점

1

GOAL

vs SEONGNAM
최다 슈팅

vs SEONGNAM
원소속팀

6

원소속팀 성남을 만나는 김현,
팀의 승격이라는 중요한 순간
원소속팀을 만나는 운명!
이날, 김현의 활약상은?!

SHOTS

VS SEONGAM
MATCH RESULT
K LEAGUE CHALLENGE 8ROUND

K LEAGUE CHALLENGE 16ROUND

1 무 1

1 패 0

ASAN
MUGUNGHWA

2017.04.22(SAT) 15:00
@YISUNSIN STADIUM
1,057

SEONGNAM
FC

SEONGNAM
FC

2017.06.12(MON) 20:00
ASAN
@TANCHEON STADIUM
2,845
MUGUNGHWA

71’ 정다훤

골

55’ 황의조

10’ 박성호

골

-

12

슈팅

7

11

슈팅

10

5

유효슈팅

3

4

유효슈팅

4

61%

점유율

39%

41%

점유율

59%

K LEAGUE CHALLENGE 20ROUND

K LEAGUE CHALLENGE 31ROUND

0 패 2

1 패 0

ASAN
MUGUNGHWA

2017.07.08(SAT) 19:00
@YISUNSIN STADIUM
1,326

SEONGNAM
FC

SEONGNAM
FC

2017.09.24(SUN) 19:00
ASAN
@TANCHEON STADIUM
1,545
MUGUNGHWA

-

골

45’ 박성호
56’ 이창훈

79’ 김동찬

골

-

11

슈팅

9

6

슈팅

9

4

유효슈팅

6

2

유효슈팅

3

53%

점유율

47%

54%

점유율

46%

아산, 성남 잡고 창단 첫해 승격을 향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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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감독' 송선호 감독
선수들에게 아버지 같은
감독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송선호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아산 무궁화 축구단의 창단 첫 감독으로 부
임했다. 그리고 그는 창단 첫해를 맞은 아산 무궁화 축구단을 승격 플레이오
프에 올려놓았다. 아직 플레이오프 일정이 남아있지만, 창단팀을 맡아 3위
에 올려놓은 송선호 감독의 업적은 인정받을 만하다.

출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연패를 겪으면서 팀이 더 단
단해지고 선수들 간의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라 생각합니다. 이 순간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며 선수들에게 고
마움을 표했다.

송선호 감독은 올 시즌을 되돌아보며 “굴곡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좋
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 연패를 기록할 땐 저뿐
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이를 잘 극복
하고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선수들에게 고마
움이 컸습니다. 선수들의 이기겠다는 마음과 어떻게든 연패를 극복해내겠다
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4연승을 기록했고, 승격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
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송선호 감독은 아산이라는 팀에 대해 “각자 선수들의 색깔도 있지만 전 소속
팀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고, 또 개인 기량보다는 팀을 위하는
플레이를 통해 헌신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
는 팀워크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아산에는 특
출나게 득점이나 도움을 많이 기록한 선수가 없다. 여러 선수가 한마음이 되
어 승격플레이오프 진출이란 쾌거를 이뤄냈다.

아산은 시즌 중반 4연패를 기록하며 승격플레이오프 진출에 어려움을 겪기
도 했다. 송선호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과 소통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
다. 그 결과 김현이 안양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
해냈다. 송선호 감독은 “오히려 이런 위기가 있었기에 승격플레이오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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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감독’ 송선호 감독

아산은 현재 성남과의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아산은 올 시즌 성남에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다. 때문에 충분히 부담이 될 법도 하다. 이에 대해
송선호 감독은 “저를 비롯해 코치,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
음을 가지고 준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은 항상 즐겁게
운동하고,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결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는 각오를 밝혔다.
송선호 감독은 지난해 부천을 이끌어 팀을 승격플레이오프에 올려놨다. 하
지만 강원에 패하며 승격의 꿈이 좌절된 바 있다. 송선호 감독은 실패의 경
험을 살려 이번엔 반드시 승격에 성공한다는 각오다. “작년에는 경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미
흡했습니다.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경기 중
상황 대처 능력이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올 시즌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송선호 감독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노력형 감독이다. 그는 축구뿐만 아니라
심리학 등을 공부하며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는 감독이기
도 하지만 선수들의 선배로서 선수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그 선수가 저
로 인해 실력 향상이 됐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선 제가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감독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산이 군경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이나 경기를 치르는 데 제약이 있
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경찰대와 구단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
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불편함은 전혀 없다고.”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선수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축구 외에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사회에서보다 축구에 전념하기 좋다고 말했다.
군경팀의 특성상 각 선수들과 2년도 채 함께하지 못한다. 이미 9월과 10월
많은 선수들이 제대했다. 송선호 감독도 이에 대해 선수들을 떠나 보낼 때 마
음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수
들의 기억에 남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선수들에게 소통을 잘하고 아
버지 같은 감독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산 팬들에게 메세지를 남겼다. “올 한해 저희가 창단했는
데도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어서 팀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앞으로 아산의 축
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격 플레이오
프에서 좋은 결과를 내 팬분들께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감독’ 송선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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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무궁화 축구단 NO.17 공격수 이재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재안은 시즌 막판 세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고, 그 결
과 아산은 준플레이오프에 안착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는 이재안의 발끝에 준플레이오프 성남전의 승리가 달려있다. 지금부
터 이재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근 연속골을 기록하며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나 팀으로나 골을 넣고 경기에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포지션이 공격수이기 때문에 골을 넣는 역할을 잘 수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면서 골도 많이 넣
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골이 잘 들어가고 있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팀이 연승을 이어가면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배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산에 지원했던 계기가 무엇인가?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었고, 상무와 아산 중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
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상주보다는 아산이 분위기가 더 좋고, 선수 생활
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율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아산에 지원했습니다.
성남과의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각오가 어떤가?
올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성남을 공교롭게 준플레이오프라는 중요한 경
기에서 만나게 됐는데, 긴장보다는 설렘이 큽니다.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
기도 하고, 지금 선수단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재미있
게 준비하고 즐거운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팀과 군경팀인 아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희는 군인이다 보니까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
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가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하루하루 지내는 게 재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
06

INTERVIEW

아산 무궁화 축구단 NO.17 공격수 이재안

이재안
181cm/81kg
1988/06/21

지 계속 붙어있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배고플 때 같이 밤에 라면
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전역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잖습
니까. 어쩔 수 없이 군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 이런 생활들
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 큰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산 소속으로 친정팀을 만나게 된다면?
올해 수원FC이랑 경기하면서 골도 넣었습니다. 현재 제가 뛰고 있는 팀은
아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산을 위해 열심히 뛰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
각 뿐입니다. 제가 아산에서 잘하고 전역을 해야 수원에 돌아갔을 때 저에 대
한 인상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과의 경기에서는 더 잘하
려고 노력합니다.
입대 전 상대했던 선수 중 위협적이었거나 인상 깊었던 현 동료가 있는가
다 아는 선수였고, 전부 다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개개인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웃음) 굳이 뽑자면 김현 선수입니다. 작년에 수원에 있을 때 성
남과의 경기에서 (김)현이가 오버헤드킥으로 멋지게 골을 넣었습니다.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팀 특성상 잠깐 거쳐 갈 수밖에 없다. 아산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요즘 느끼는 게 군팀인데도 일반팀 못지않게 팬, 서포터분들이 열정적이신
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십니다. 저희가 기억되는 것보다 제가 더
기억에 남을 만큼 너무 잘해주십니다. 복무 기간이 끝나면 떠나야 하지만 제
몫은 최대한 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산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저희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표현이 서투른 선수가 많아서 팬분들이 경
기장에 오시거나 끝나고 인사할 때 그냥 지나치는 선수들이 있는데 쑥스러
워서 그런 거니 팬들께서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심
으로 감사하고 잘 챙겨주셔서 힘이 되어 경기에 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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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PLAYOFF
INTERVIEW II - MIDFIELDER

이창용

티라미슈 같은 남자. 이창용
“팀을 이기게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창용은 울산에서 뛰다 아산에 입대했다. 클래식으로 승격해 전 소속팀 팬
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는 그는 반드시 아산을 클래식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각오다. 자신의 성격을 티라미슈 케이크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는데 티라미
슈 같은 남자 이창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자.
아산에 지원했던 계기가 무엇인가?
주위의 추천으로 아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군대 가야 할 시기는 다가
오고, 상주나 아산 둘 중에 골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경찰청이
운동하기에 더 좋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가?
저는 항상 팀을 이기게 하고 싶은 선수인 것 같고, 또 팀을 이기게 하는 선수
인 것 같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 아닙니까. 제 기분이나 욕심으로만 플레이
를 하게 된다면 팀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연
결고리 역할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더 단단
해지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과의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각오가 어떤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힘을 빼는 훈련
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기려고만 하다 보면 의욕만 넘쳐서 제 플레이를 제
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플레이오프는 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기 위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팀과 군경팀인 아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레머니가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경례 세레머니를 여성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웃음)
아산 소속으로 친정팀을 만나게 된다면?
울산 소속일 때 상무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울산 팬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걸
봤는데 되게 멋있었습니다. 팬분들도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게 인상 깊었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꼭 승격해서 저도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웃음)

180cm/75kg
1990/08/27

클래식팀 울산에서 아산으로 입대했다. 클래식과 챌린지의 가장 큰 차이점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특히 볼을 잡았을 때 들어오는 압박의 강도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클래식에 비해 챌린지에서의 압박이 덜 합니다. 그런데 또 챌린지
는 절실하게 뛰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극을 많이 받습니다.
U-20 대표팀에 뽑히기도 했다. 성인 대표팀에 대한 욕심은 없는가?
물론 욕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
서 몸을 만들고, 팀을 위해 열심히 뛰면 언젠가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 개인적으로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힘을 빼는 훈련을 많이 하려는 걸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시즌 내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훈련이나 경기에 임
했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팀 특성상 잠깐 거쳐 갈 수밖에 없다. 아산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제가 최근에 외박을 나갔다가 SNS에서 아산 팬분께서 저에 대해 올리신 글
을 봤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기회가 되면 다시 아산으로 돌아와 줬으
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와서 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감사한
마음을 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서포터즈인 아르마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강원, 울산에 있
었는데 그 팀들과는 달리 여긴 군경팀이잖습니까. 선수들이 주기적으로 들
어오고 나가는 특성이 있는데도 아르마다가 꿋꿋하게 응원해주시는 걸 보면
어쩔 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아낌없
는 응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라미슈 같은 남자. 이창용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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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III - DEFENDER

‘아산 무궁화의 통곡의 벽’ 민상기
“책임감 있는 아산의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프로 통산 한 골에 불과했던 민상기는 입대 후 세 경기만에 득점을 기록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그에게 다음 시즌 더 많은 득점이 기
대된다. 눈에 띄지 않지만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한다는 민
상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아산에 지원했던 계기가 무엇인가?
전 소속팀인 수원에 있을 때 경찰청 출신 선수들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들었
습니다. 또 자연스레 군대를 가게 되면 경찰청에 지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
고, 아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가?
제 플레이에만 국한 돼 있지 않고, 주변 선수들을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하려
고 합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안보이지만 주변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입대 전 프로 통산 한 골을 기록 중이었다. 그리고 입대 후 세 경기 만에 득점
을 기록했다. 당시의 상황과 기분이 어땠는가?
사실 제가 세 경기 만에 골을 넣게 될지 몰랐습니다. 골을 넣고 역전패를 당
해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골을 넣은 건 기뻤습니다. 또 세트피스 상황에 자신
감이 생겼고, 다음 시즌은 더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성남과의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각오가 어떤가?
저희는 군인이지만 프로 축구 선수 이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목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겨서 좋은 결과를 맺고 싶습니다.
일반 팀과 군경팀인 아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 팀에 있을 땐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래서 골을 먹히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게 소극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승리가 가장 큰 목표지만 일반팀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해서
더 편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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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아산 무궁화의 통곡의 벽’ 민상기

민상기
184cm/79kg
1991/08/27

아산 소속으로 친정팀을 만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승격을 하게 돼 수원을 만나면 어떡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수
원 홈경기장에서 뛰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성인 대표팀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
당연히 욕심은 있습니다. 많은 부상으로 대표팀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했
는데 입대 전 몸이 많이 올라오고 경기력도 좋아지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언젠
가 뽑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 특성상 잠깐 거쳐 갈 수밖에 없다. 아산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상무 같은 경우는 전통이 꽤 된 팀이기 때문에 서포터즈들도 어느 정도 자리
를 잡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창단 1년도 되지 않았기에
팬분들의 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통
해서 팬분들께서 경찰팀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고 제가 그런 데에 일조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산에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군경팀이라는 게 잠시 거쳤다가 가는 팀이긴 하지만 저는 입대
할 때부터 생각했던 게 책임감 없는 선수가 되지 말자 였습니다. 군 복무만
잘 마치고 돌아가자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저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
선수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운동장에서 보여줘야 하고, 경기장에서 승
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을 하고, 책임감
있는 아산의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산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저는 솔직히 아산 팬들을 보면서 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산이 창단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는 팬분들의 열정은 대
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팀과 선수들을 위해 주시는 대단하
신 분들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서포터즈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더 든든 해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구단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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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PLAYOFF
INTERVIEW IV - GOALKEEPER

박형순

‘아산 무궁화의 철벽 수문장’ 박형순
“믿음이 가는 든든한 골키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184cm/78kg
1989/10/23

박형순은 전 소속팀이던 수원FC의 강등 소식을 입대 후 확인했다. 아쉬움이
매우 컸다던 그는 올 시즌 수원FC와의 경기에 세 차례 출장해 단 한 골만을
허용하며 맹활약했다. 친정팀이기에 더 열심히 막았다는 훌륭한 스포츠맨쉽
을 가진 박형순의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보자.

반대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제가 좀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수비한테 큰소리를 지르면 좀 화내는 것 같다
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고칠 수 있다면 꼭 고치고 싶습니다.(웃음)

올 시즌 33경기에 출장했고, 9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이 부분 2위)했다.
아직 승격 플레이오프가 남았지만, 개인적으로 올 시즌을 평가해본다면?
시즌마다 제 자신의 기록을 계속 깨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아직
더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도 올해 기록을 깨야 하기 때
문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만족스러우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입니다.(웃음)

성남과의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각오가 어떤가?
플레이오프는 리그와 다르게 토너먼트 형식이기에 한 번 지면 끝납니다. 반
드시 집중해서 이기겠습니다. 또 현재 클린시트 9개를 기록 중인데 이번 경
기에 클린시트를 추가해 10개를 채우고 싶습니다. 팀의 승리와 함께 제 기록
도 달성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데뷔 후 최다인 33경기 출장. 체력적 부담?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었습니다. 코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아산이 팀 특
성상 몸 관리를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은 없이 정규시
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에 지원했던 계기가 무엇인가?
아산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또 아산에는 축구를 잘 하는 선수
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 층 더 성장하기 위해 아산에 지원하게 됐습니
다. 제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가?
현대판 스위퍼 골키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스위퍼 역할의 골키퍼는
롱패스 차단에 국한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공격 시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확한 빌드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골키퍼지만 패스 플레이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군 팀에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반팀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집에 가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건 좋은데, 집
에 있으면 아침밥 못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산은 군경팀이기 때
문에 밥이 제때제때 나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관리
가 훨씬 잘되는 것 같습니다.(웃음) 또 숙소가 산속에 있어서 환경이 너무 좋
습니다. 밥 먹고 산책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있을
땐 정말 느끼지 못할 경험입니다.
팀 특성상 잠깐 거쳐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산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제가 골대 앞에 서 있으면 믿음이 가고 든든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골키퍼
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아산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올해 첫 창단 해서 팬분들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아산 팬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매우 놀랐습니다. 또 축구를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 시즌이 끝
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 무궁화의 철벽 수문장’ 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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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경기 보고 - 경기별 유료 관중, 무료 관중, 총 관중

2017 시즌 홈 경기 총 관중

35,212
| 경기별 유료 관중, 무료 관중, 총 관중
경기일

10

상대팀

유료관중 총 합계

유료 관중

무료 관중

총 관중

유료 비율

결과

비고

2017.03.11

안양

7,093

840

7,933

89%

승

-

2017.03.19

부천

1,695

376

2,071

82%

승

-

2017.04.02

부산

1,492

986

2,478

60%

패

-

2017.04.15

안산

585

235

820

71%

승

-

2017.04.22

성남

663

394

1,057

63%

무

-

2017.05.03

수원FC

1,059

1,150

2,209

48%

승

-

2017.06.05

서울E

877

286

1,163

75%

승

-

2017.06.18

경남

806

345

1,151

70%

무

-

2017.07.01

안산

551

252

803

69%

무

-

2017.07.08

성남

864

462

1,326

65%

패

-

2017.08.05

부천

2,501

880

3,381

74%

무

-

2017.08.14

안양

581

250

831

70%

승

-

2017.08.27

부산

982

616

1,598

61%

패

-

2017.09.10

대전

1,139

473

1,612

71%

패

-

2017.09.27

대전

464

262

726

64%

승

-

2017.09.30

수원FC

1,387

592

1,979

70%

승

-

2017.10.08

서울E

829

384

1,213

68%

승

-

2017.10.21

경남

1,813

1,048

2,861

63%

패

-

SPONSOR REPORT

홈 경기 보고

25,381
총 관중 총 합계

35,212
유료 관중 비율

72%
총 평균 관중

1,956

ASAN MUGU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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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노출효과 요약 - 월별, 매체별 점유율/노출 금액

언론보도 노출효과 총액

22,792,694,582

11%

10%

14%

13%

9%

3

4

5

6

7

8

9

10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3,798,099,806

5,103,487,847

2,621,902,477

7%

4,035,404,931

2,942,056,521

19%

1,913,194,500

17%

5,684,252,512

3,085,990,471

| 월별 노출효과 (단위 : 원)

| 시즌 매체별 점유율

중계방송

언론보도

TV프로그램 및 뉴스

80%

19%

1%

언론보도
5,410,152,000

TV프로그램 및 뉴스
182,500,000

| 시즌 매체별 노출 금액 (단위 : 원)

중계방송
22,792,694,582

총 노출효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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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즌 후원사 광고효과 - 요약, 후원사별 효과

2017 시즌 후원사 광고효과 총액

27,460,381,792

| 2017 시즌 후원사 광고효과 요약 (단위 : 원)
후원사수

후원사 평균 광고효과

38

722,641,626

최고 광고효과 후원사

아산시
5,104,054,732
(19%)

| 2017 시즌 후원사별 광고효과 (단위 : 원)

12

5,104,054,732

366,866,285

500,066,835

3,098,443,367

368,054,285

390,626,285

1,851,318,499

366,866,285

312,976,228

1,017,021,535

366,866,285

349,329,370

1,546,809,014

370,430,285

367,149,370

1,438,331,310

351,705,370

368,054,285

398,942,285

385,874,285

370,430,285

375,182,285

85,155,303

305,848,228

382,310,285

366,866,285

720,381,483

368,054,285

366,866,285

368,054,285

366,866,285

366,866,285

365,678,285

333,194,491

305,848,228

277,406,510

302,284,228

363,302,285

SPONSO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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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방송 노출효과 - 월별, 노출효과 요약

중계방송 노출효과 총액

22,792,694,582

3,403,683,806

2,178,406,477

3,443,780,931

2,307,664,521

2,066,019,506

1,119,954,982

3,814,947,847

4,458,236,512

| 월별 언론보도 노출효과 (단위 : 원)

17%

20%

5%

9%

10%

15%

15%

10%

3

4

5

6

7

8

9

10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 홈 경기 중계방송 노출효과

1개 광고 당 평균노출 시간

1개 광고 평균 노출 효과

472 SECOND

40,882,337 WON

| 홈 경기 장면별 노출광고 수 (평균)

| 홈 경기 장면별 광고 노출 시간 (평균)

풀샷

미들샷

클로즈업

풀샷

미들샷

클로즈업

FULL SHOT

MIDDLE SHOT

CLPSE UP

FULL SHOT

MIDDLE SHOT

CLPSE UP

2,230

17,521

1,920

3,600
SECOND

1,250

SECOND

중계방송 노출효과

57

SECOND

SPONSOR REPORT

13

5

ASAN MUGUNGHWA
SPONSOR REPORT

언론보도 노출효과 - 월별, 스폰서별 노출효과

언론보도 노출효과 총액

5,410,152,000

394,416,000

435,996,000

596,376,000

23%

11%

14%

6%

11%

7%

8%

3

4

5

6

7

8

9

10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302,940,000

588,060,000

21%

1,134,540,000

1,226,016,000

731,808,000

| 월별 언론보도 노출효과 (단위 : 원)

| 스폰서별 언론보도 노출효과 (단위 : 원)

14

2,370,060,000

43,956,000

59,056,000

294,624,000

45,144,000

71,280,000

220,968,000

43,956,000

57,024,000

179,388,000

43,956,000

42,768,000

197,208,000

47,520,000

60,588,000

163,944,000

45,144,000

45,144,000

87,912,000

62,964,000

49,896,000

52,272,000

42,768,000

48,708,000

59,400,000

43,956,000

58,212,000

45,144,000

43,956,000

47,520,000

43,956,000

43,956,000

42,768,000

49,896,000

48,708,000

49,896,000

45,144,000

40,392,000

SPONSO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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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노출효과 - 월별, 스폰서별 노출효과

TV방송 노출효과 총액

182,500,000

84%

7,500,000

21,000,000

154,000,000

| 월별 TV방송 노출효과 (단위 : 원)

4%

12%

3

4

5

6

7

8

9

10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 방송사별 TV방송 노출효과
1

대전KBS 뉴스

1

대전MBC 뉴스

2
1

YTN 뉴스, YTN 구석구석 코리아

MBN 뉴스

2

JTB 뉴스

TV방송 노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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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들의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전용구장 건설 관련 아산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고자 10월8일 서울 이랜드와의 홈경기부터 매 홈경기 경기장 입장 통로에
전용구장 건설 타당성에 관하여 스티커 설문을 진행하였고, 지난 10월 28일
곡교천 야영장에서 진행된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에서 이순신종합운동장 &
보조구장 기능보강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아산시민들의 전용구장
에 대한 호응도를 측정하였다.
아산시는 현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35억원을 투입해 메탈 조명시
설과 전광판을 신규 설치하고 7000석 규모의 가변 관중석을 임대 설치해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계획이 실현되면 경기장으로부터 관중석까지 5m 거리에서 선수들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클래식 경기 TV중계
시 요구되는 1500~2000룩스(Lux)의 조도를 확보해 최적의 중계방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가 무궁화축구단과 지난달 하순 시민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 축구처럼 관중이 경기에 몰입하는 시설이 있었면
좋겠다 92% △전용구장에서 더 가까이 경기를 보고싶다 93% △축구장 주
변에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90% 등 시민들도 전용구장 건립에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아산축구전용구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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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들의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다.

A

F

G

B

D

H

C

E

ASAN MUGUNGHWA
VITAMIN INTERVIEW

ASAN MUGUNGHWA
NEWS

‘비타민 하우스’ 윤가네 옛날 통닭
비타민 하우스를 이야기하다

아산무궁화, 준플레이오프 앞두고
사격훈련 실시 “클래식 승격 영점 조준!"

비타민 하우스 업체 중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소감?
비타민 하우스 중 많은 업체가 있는데 저희 업체가 첫 번째로 인터뷰 대상자
로 선정되어서 얼떨떨했습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 계기가?
우리 딸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을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아산에 프로축구단이 생겨 자부심이 들고, 아산의 유소년 선수들 발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파트너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지? 아산무궁화중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축구를 좋아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골키퍼 박형순 선수
를 보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때 어떤 기분일까 궁금합니다. 또 이번 부
산전 때 이창용 선수가 우리 골문으로 들어가는 공을 밖으로 차내는 것을 보
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골키퍼 박형순 선수와 이창용 선수의 헌신적
인 모습을 가장 좋아합니다.
비타민하우스를 맺음으로써 생긴 에피소드 혹은 자사의 홍보에 도움이 되
었는지?
저희 가게는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처음 현수막이 경기장 내에 걸렸을
때 배달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랐습
니다. 또 코칭스텝도 자주 오시고, 직원들도 자주 오시는 편인데 그러면서 자
연스레 축구와 아산FC에 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에게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란?
저에게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자랑스러움’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아산에는 이런 좋은 축구팀이 있다 자랑할 거리가 생겼
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아산시민들에게 사랑받은 축구팀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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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플레이오프 앞두고 승리의 영점 조준!
플레이오프를 통해 클래식 승격을 노리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15일(
수) 열리는 성남과의 준플레이오프 일전을 앞두고 7일 아산 육군3585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9일 부산과의 정규시즌을 끝으로 모든 훈련 일정을 준플레이오
프에 맞춰 준비중인 아산은, 화끈한 승리로 아산팬들에게 클래식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사격훈련에 참가한 박형순(GK)은 “현재 선수단 전체가 준플레이오프
에 맞춰 모든 훈련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다, 바쁜 훈련 스케줄 속에서 사격훈
련을 진행했는데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밝히며 준플레이오
프를 앞두고 승리의 의지를 밝혔다.
클래식 승격을 노리는 아산에게 중요한 일전이 될 성남과의 준플레이오프는
11월 15일(수) 저녁 7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아산무궁화축구단 선수단 명단

감독 송선호

31

39

44

24

GK 박주원
191cm 80kg

DF 민상기
184cm 79kg

MF 김영남
178cm 75kg

FW 한의권
181cm 72kg

코치 박동혁

3

70

64

25

DF 김상필
188cm 84kg

DF 이용

187cm 83kg

MF 김부관
170cm 68kg

FW 김민균
173cm 68kg

코치 안승인

12

77

71

30

DF 황도연
183cm 74kg

DF 이으뜸
178cm 68kg

MF 조성준
176cm 67kg

FW 김현

192cm 86kg

GK코치 최익형

15

90

89

88

DF 하인호
180cm 78kg

DF 구대영
177cm 72kg

MF 박세직
178cm 76kg

FW 서용덕
176cm 69kg

트레이너 엄성현

29

21

99

91

DF 박선용
173cm 67kg

MF 김종국
180cm 71kg

MF 김재웅
173cm 68kg

트레이너 정성령

32

26

17

DF 이주용
180cm 76kg

MF 허범산
180cm 72kg

FW 이재안
181cm 81kg

13

37

33

19

GK 박형순
184cm 78kg

DF 김동철
180cm 75kg

MF 이창용
180cm 75kg

FW 정성민
184cm 77kg

FW 김륜도
187cm 7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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