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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민 트레이너

이동원 트레이너

유현
YOO HYUN1

① GK
② 1984-08-01
③ 184cm/82kg 
④ 중앙대

조수혁
 JO SUHUK21

① GK
② 1987-03-18
③ 187cm/80kg 
④ 건국대

이태희
LEE TAEHUI31

① GK
② 1995-04-26
③ 187cm/78kg 
④ 대건고

권완규
KWON WANKYOO2

① DF
② 1991-11-20
③ 175cm/61kg 
④ 성균관대

김용환
KIM YONG HWAN3

① DF
② 1993-05-25
③ 176cm/64kg 
④ 숭실대

김진환
KIM JINHWAN5

① DF
② 1989-03-01
③ 186cm/78kg 
④ 경희대

윤주열
YOON JU YOOL6

① DF
② 1992-01-08
③ 188cm/77kg 
④ 인천대

용현진
YONG HYUNJIN13

① DF
② 1988-07-19
③ 179cm/75kg 
④ 건국대

김대중
KIM DAEJUNG15

① DF
② 1992-10-13
③ 190cm/85kg 
④ 홍익대

요니치
MATEJ JONJIC 20

① DF
② 1991-01-29
③ 187cm/83kg 
④ 크로아티아

박대한
PARK DAE HAN25

① DF
② 1991-05-01
③ 170cm/66kg 
④ 성균관대

백승원
BAEK SEUNGWON28

① DF
② 1992-04-18
③ 180cm/75kg 
④ 광운대

김원식
KIM WON SIK4

① MF
② 1991-11-05
③ 185cm/75kg 
④ 동북고

김도혁
KIM DOHYEOK7

① MF
② 1992-02-08
③ 174cm/69kg 
④ 연세대

안진범
AN JIN BEOM8

① MF
② 1992-03-10
③ 175cm/64kg 
④ 고려대

김재웅
KIM JAEWOONG14

① MF
② 1988-01-01
③ 173cm/68kg 
④ 경희대

김동석
KIM DONGSUK22

① MF
② 1987-03-26
③ 174cm/68kg 
④ 용강중

윤상호
YOON SANGHO23

① MF
② 1992-06-04
③ 179cm/64kg 
④ 호남대

박세직
PARK SEJIK24

① MF
② 1989-05-25
③ 178cm/73kg 
④ 한양대

이중권
LEE JOONGKWON29

① MF
② 1992-01-01
③ 175cm/68kg 
④ 명지대

조수철
CHO SOOCHUL26

① MF
② 1990-10-30
③ 178cm/64kg 
④ 우석대

지병주
JI BYEONG JOO 44

① DF
② 1990-03-20
③ 180cm/73kg 
④ 인천대

이윤표
LEE YUN PYO  77

① DF
② 1984-09-04
③ 184cm/79kg 
④ 한남대

이천수
LEE CHUN SOO10

① FW
② 1981-07-09
③ 174cm/65kg 
④ 고려대

김인성
KIM IN SUNG11

① FW
② 1989-09-09
③ 180cm/74kg 
④ 성균관대

이성우
LEE SEONG WOO16

① FW
② 1992-07-11
③ 176cm/66kg 
④ 단국대

김대경
KIM DAEKYUNG17

① FW
② 1991-09-02
③ 179cm/70kg 
④ 숭실대

진성욱
JIN SEONG UK18

① FW
② 1993-12-16
③ 183cm/78kg 
④ 대건고

케빈
KEVIN ORIS19

① FW
② 1984-12-06
③ 192cm/95kg 
④ 벨기에

이진욱
LEE JINUK27

① FW
② 1992-09-11
③ 175cm/60kg 
④ 관동대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SNS

http://www.facebook.com/incheonutd2003 http://twitter.com/incheonu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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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MAN INTERVIEW

Q.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단체 채팅방에 좋은 글도 올려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

고 있습니다. 회식도 자주 하며 아쉬움을 털고 다음 경기를 준

비할 수 있도록 얘기해줍니다. 좋은 글은 아내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웃음).

 

Q. 부주장 김도혁 선수와의 호흡은 어떤가요?

(김)도혁이가 잘하고 성격이 좋은 친구라 제가 추천을 했습니

다. 제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는 큰 틀을 잡아주

면 도혁이가 작은 부분을 챙겨줍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을 도

혁이가 잘 챙겨줍니다. 

Q. 골키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축구를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손이 크다고 골키퍼를 맡기셨어

요. 골키퍼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줄 그땐 몰랐습니다. 선

방하면 희열도 있지만 실점하면 이겨내기가 힘들죠.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절대 골키퍼는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웃음).

Q. 주장으로 임명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형께서 되실 줄 알았기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러나 차차 적응되고 후배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주장

으로서 지난 두 경기 결과가 아쉬웠지만, 점차 경기력이 좋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경기가 많으므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Q. 인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다른 팀에 비해 나이대

가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음과 더불어 절박함이 장

점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모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스스로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기에 국가대표에 대한 

목표는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김)병지형님처럼 선수생활을 

오래 이어가고 싶습니다. 올해 10월쯤 프로 통산 200경기 출

장을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 은퇴 전 500경기 이상 소화하고 

싶습니다.

Q. 유현선수에게 축구란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항상 축구란 인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평생 

축구를 해 왔고 축구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

로 생각합니다. 아들보다 축구가 먼저일 정도로 축구는 제게 

최우선이자 인생입니다.

Q. 끝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쉬웠던 지난 2경기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항상 열정적인 응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

들도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인 

전북을 강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많이 믿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Q. 골키퍼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현 

선수만의 강한 정신력을 무장하는 비결이 있나요?

골키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걸 많이 느낍니다. 가장 중요

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는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웃음). 후배인 (조)수혁이나 (이)태희

에게도 ‘자신을 믿어라’라고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No.1 유현 인천의

글 = 박영진 UTD기자 (yjp505@naver.com)
사진 = 이명석 UTD기자 (moungsuk75@hanmail.net)

유현

1984.08.01
183cm/83kg
장흥중-금호고-중앙대
 
대표 경력
2005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2008 동아시아선수권 대표

선수경력
2007~2008 울산현대미포조선
2009~2011 강원FC
2012 인천유나이티드
2013~2014 안산 경찰청
2014 ~ 현재 인천유나이티드

 절대 수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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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병원 방문
혜택

 시즌권 · 아카데미 본인 부담금 10% 감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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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삼육구커뮤니케이션  시즌권 · 일반티켓

 유료회원 가입 20% 할인

 항시 운영(온라인 페이지)

방문
혜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5번지 카우빌딩 2층  1644-2173

 로또 복권 예상번호 서비스  www.lotto369.net

       ZOO COFFEE(주커피)

 시즌권 · 일반티켓 · 아카데미 

 커피 종류 10% 할인(중복 할인 불가)

방문
혜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43-2 논현시티 107호  032-426-7682

 커피, 음료, 베이커리

 오전 8시~오전 1시 30분(익일)  건물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3 1층  032-429-4760

 턱시도, 맞춤정장, 셔츠, 코트, 자켓

 오전11시~오후 9시(연중 무휴)  건물 외부 주차시설 이용 가능

 cafe.naver.com/grandbros

       Grand Bros(그랑브로스)

 시즌권 · 일반티켓 · 아카데미

 제일모직(템테이션) 이상 구매 시 액세서리 서비스(셔츠, 넥타이, 행커칩, 양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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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공식후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