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MAN INTERVIEW

감독

김도훈
“

인천을 응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도록 만들고싶다.

”

김도훈 감독
생년월일 : 1970. 07.21
출신학교 : 연세대학교
주요경력
1993 유니버시아드 대표
1998 프랑스 월드컵 대표
2000 시드니 올림픽 대표
2003 K리그 득점왕 / MVP
* A매치 통산 72경기 30골
* K리그 통산 257경기 114골
지도자경력
2006~2012 성남일화 코치
2013 강원FC 코치
2014 U-19 대표팀 수석코치

2015

시즌을
이야기 하다.

Q. 인천유나이티드(이하 인천) 감독으로 부임하신 후

Q. 경쟁을 펼쳐야 하는 40대 감독 중 가장 경계하는 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에 대

독님은 누구인가요?

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일단 팀만 본다면 다른 팀들도 인천을 경계하듯 인천도 다른

초반에는 팀 내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면서 선수단이 다

팀들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대 감독

소 불안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 구단의 지

님들 중에서는 저와 같이 신임 감독이신 조성환 감독과 노상

원으로 빠르게 코치진을 선임하고 선수단을 재정비하면서 팀

래 감독의 스타일 파악이 쉽지 않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선수단에

환 감독의 경우 일본에서 경험을 K리그에 접목했을 때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3차 제주도 전지훈련 과정을 통해 선수

스타일이 완성될지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파악을 마쳤습니다.

Q. 인천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Q. 인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물론 우승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천이 K리그를 대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구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

표하는 시민구단인 만큼 인천이 앞으로도 시·도민구단을 이끌

다. 그래서인지 인천이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절대 약팀이 아

어가는 구단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선

닌 강한 구단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단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훈련 중 질문이 가장 많은 선수는 누구인가요?
선수들이 아직은 제가 낯선지 저보다는 코치들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귀찮게 할 정도로 질문이 많은 선수는 아
직 없지만, 김도혁 선수가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전술적인 부
분에서 코치진이 김도혁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편인데
이 때문에 김도혁 선수가 스스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Q. 감독님이 보여주실 인천의 축구는 무엇인가요?
끈끈한 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내적인 약점
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 사무국 직원분들이 인천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특히 팬들이 즐거워하고 인천을 응원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Q. K리그 통산 114골 41도움을 기록하신 감독님을 이

Q. 끝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을 제2의 김도훈이 인천에 보이시나요?

전지 훈련동안 팀을 위해 희생하는 선수들과 함께 많이 땀흘

젊은 선수중 기대되는 인물로 진성욱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리고 노력했습니다. 주위에서 인천이 올 시즌 힘들고 어려울

선수에게 있어 작년을 능가하는 활약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수들

은 부담일 수 있지만, 경기 기록보다 마음가짐에 따라 더 크게

과 함께 300만 인천 시민의 대표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욱 선수가 인천을 대표하는 선

다.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격수로서의 노하우와 마음가짐 등을
최대한 전달하겠습니다.

Q. K리그의 40대 감독님들 중 감독님의 인물 순위는 몇
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위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아마도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보다는 위에
있지 않을까요?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공식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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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병원

방문 시즌권 · 아카데미 본인 부담금 10% 감면(상시)
혜택 일반티켓 본인 부담금 5% 감면(상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번지

032-821-0033

어깨, 관절, 척추, 수지접합, 건강검진센터
오전 9시~오후 8시(국경일, 일요일 휴무)

삼육구커뮤니케이션

건물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방문 시즌권 · 일반티켓
혜택 유료회원 가입 20% 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5번지 카우빌딩 2층
로또 복권 예상번호 서비스

1644-2173

www.lotto369.net

항시 운영(온라인 페이지)

ZOO COFFEE(주커피)

Grand Bros(그랑브로스)

방문 시즌권 · 일반티켓 · 아카데미
혜택 커피 종류 10% 할인(중복 할인 불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43-2 논현시티 107호
커피, 음료, 베이커리
오전 8시~오전 1시 30분(익일)

방문 시즌권 · 일반티켓 · 아카데미
혜택 제일모직(템테이션) 이상 구매 시 액세서리 서비스(셔츠, 넥타이, 행커칩, 양말 등)
032-426-768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3 1층
턱시도, 맞춤정장, 셔츠, 코트, 자켓

건물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오전11시~오후 9시(연중 무휴)

032-429-4760
cafe.naver.com/grandbros

건물 외부 주차시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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