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SOURCE (자료): [축사국 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2500

[시크엘칼럼] 여성축구의 아버지 "신문선" 유소년축구의
아버지 "차범근" 두 축구 아버지들의 이야기

Legal Disclaimer: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document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원문보기] http://cafe.naver.com/purplesniva/2500
[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축사국 홈피] http://www.pw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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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3 (15:11 분) 시크엘

존경하는 정몽규준,권오갑,조중연,김호곤,황보관,허정무,이회택,김주성,신태용,이용수,홍명보,
안기헌,이임생,
차범근외
축구인,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크엘 입니다.

오늘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두 아버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짠짜라잔~ ♪♪♪♪♪

짠짠짠~

짠짜라잔~~~ ♪♪♪♪♪♪

맞습니다!
바로...

차범근님과 신문선님 입니다!!!

이 두분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해설자 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축구팬들에게 두 분의 해설 비교는 깨알 재미를 주었었죠?!

슈팅한 공이 하늘로 치솟자
신문선 : 운동 역학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슈팅을 하는 순간에 디딤 발과 차는 발 사이에 밸런스가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으면서 발등과 볼의 임팩트 지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뜨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축구는 어디까지나 과학이죠.
차범근 : 자세가 불안했어요. 잘못 찼어요.

한국 선수가 먼 거리에서 슛팅하자
아나운서 : 저 정도에서 슛은 좀 무모하지 않나요?
신문선 : 지금 상황은 1 대 1 돌파에 의해 좌쪽으로 패스하여 수비를 교란시키고 공격진들이 침투하여
숫자를 늘린 후에 인 프런트로 센타링을 하여 가슴으로 트래핑을 한 후 뒤쪽으로 내주면 달려오던 선수가
골키퍼 방향을 읽고 반대방향으로 차주면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차범근 : 맞습니다.

이렇듯 두 거장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기도 하셨는데요~
차범근님의 업적은 대중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신문선님의 업적은 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 됩니다.

성남 FC(Seongnam Football Club, 성남 시민프로축구단)는 경기도 성남시를 연고지로 하는 대한민국
K 리그 챌린지의 프로 축구단이다. K 리그 클래식 7 회 우승, FA 컵 3 회 우승, AFC 챔피언스리그 2 회
우승, 아프로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총 21 회의 우승을 기록하였다.
1989 년 3 월 18 일, 통일그룹의 주도로 서울 강북 지역을 연고로 하는 일화 천마 프로축구단으로
창단되었다. 이후 1996 년 충청남도 천안으로 옮겨갔으며, 2000 년 경기도 성남으로 다시 옮겨
정착하였다.
2013 년, 모기업 일화가 구단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해체 또는 안산시로의 연고지
이전이 거론 되었으나, 10 월 20 일 성남시에서 인수하여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했다. 2017 년 현재는
K 리그 챌린지에 참가한다.

이렇게 신문선님은 2014 년 1 월 2 일 성남시민 프로 축구단에 대표이사 취임식을
합니다.

신문선: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정치적 청탁 근절과 경제적 건전화로 모범적 구단 만들 것.
축구단,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변해야 해.

공모를 해서 대표이사가 되셨더라고요?
신문선: 네.공모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신 교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고요?
신문선: 네
본인이 해 보겠다고 응모하신 거예요?
신문선: 네
왜요..?
신문선: 인터넷을 보다가요. ‘성남시민축구단 대표이사 공모 마감 하루’이라는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아들 둘에게 물어봤죠. 축구가 위기인데 성남이 수도권 팀인데 대표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대표이사를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 아들 하나가 에이,아빠 시민구단이 다
어렵고 다 깡통 되고 그렇다는데 거기 왜 가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매일 글로, 말로 한국 축구가 가야 될 얘기, 할 얘기를 쓴소리, 그리고 쓴글을 쓰고 살아왔는데
아빠가 한번 실력 발휘를 해서 축구를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신문선님은 오로지 한국 축구를 위해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신문선: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2014 년 창단 이후부터 '투명성, 도덕성'을 구단의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축구를 매개로 성남시가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도덕적인 구단 운영 의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역통합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축협에 눈치 보지 않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뚜렷한 주관으로 당당히 할 말을 하는 축구인들이 몇 있을까요?
대한민국 축구계가 오늘날까지 오랜시간 심히 썩게 된 이유는
신문선님 같은 축구인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축구인 여러분 침묵도 동의 입니다.

여러분..
여성 축구단에 대해 들 어 보셨습니까?

마포구 최강 여성 축구단을 아십니까?

마포구여성축구단이 제 19 회 대전광역시장기 전국 여성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 모
습

기사 한번 보시죠~!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여성축구단이 또 다시 최강 실력을 자랑했다. 구는 서울시 왕중왕전 우승에 이어 지난 12 일제
19 회 대전광역시장기 전국 여성축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대회 2 연패를 이룩했다고 20 일 밝혔
다.
이것은 유명한 프로축구팀의 이력이 아닌 축구 규칙도 잘 몰랐던 ‘아줌마’ 선수들이 만들어낸 성과다.
정말 대단하다

마포구 여성 축구단? 신문선??
그렇습니다.
처음 "신문선과 함께하는 여성축구단"을 기획한것은
1999 년 월드컵 경기장이 마포구에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축구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당시 구청장인 노승환을 (전 국회부의장) 설득하여 신문선님이 만든 팀이죠.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신문선님이 감독시절에
"심판판정에절대승복,상대선수 존중하기,페어플레이실천"등을 앞세워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계기로 전국의 여성축구단 붐이 일어 났으며

10 년동안 여성들이 축구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주신 후 후임자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당시 강의가 쇄도하고 강연료를 최소 300 만원 이상 받을 때 였는데
신문선님의 주가가 한참 높을 당시였기에 여성 축구단 감독 자리 몸값 또한 관심 이였는데요~
몸값 빵원 으로 재능 기부,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빵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 하신 축협 정몽준님 정몽규님의 찬조금 빵원과
국민영웅 한국 무료 봉사 히딩크 감독 인데요~

그리고 또한명..

유소년 아이들에게 독일 선진 축구를 재능 기부 해주신
유소년 축구의 아버지 바로 차범근 입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서울 이촌동 한강시민공원 축구장을
한달에 220 만원 임대료로 비교적 저렴하게 빌려쓰고
대신 서울시에서 정한 낮은 요금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더 올려서 받아 문제가 발각되어서 위약금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주 3 회 1 시간수업에 서울시는 7 만원..
주 3 회 1 시간수업에 차붐교실은 12~13 만원..?
헉.. 거의 더블??
차범근 아내는 굉장한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그 뒤에 과연 시정이 되었을까요?

실수라고 해놓고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차범근 축구교실.

서울에서 8 만원으로 정한 특강료도 12 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의 축구화와 유니폼을 써야 하는데..
알고보니 해당 업체로 부터 1 억 5 천만원씩 후원을 받고 있는 제품...
이걸 판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것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와 차범근 측의 계약서를 보니..
자신들의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고 이는 브랜드 홍보가 목적인데..

서울시와 차범근 축구교실이 맺은 계약서에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능 기부: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재능을 대가 없이 사회에 내놓음.
재능기부가 아니였군요
기억나는군요!

돈 없어서 애들 좋아하는 차범근축구교실 못 데려 간다는 말이 얼핏

아이들 교육에 서울시에서 정한 낮은 요금이 아닌 비싼 수강료,
학원축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듯 하여 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공짜로 협찬 받은 유니폼 및 축구용품 판매로,
"아이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한다"로 비춰 질 수 있는지
유소년 축구의 아버지
차범근 축구교실은 다시 한번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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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발언입니다. 꺼억.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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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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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이다.......!!!!!!
시크엘님!! [축사국]이 태동하지 않았다면....오늘날의 시크엘님은 ..... ^^
*** 작성자
2017.11.23. 15:20 답글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
(****)
2017.11.23. 15:21 답글

시크엘님의 정의로운 통찰력에 감탄 또 감탄합니다..
그동안 이 지구에 안내려오시고 오느 혹성에 계셨어요?????
(****)
2017.11.23. 15:27 답글

시크엘 이분은 축사국에서 박제 시켜야 할듯 합니다.
.
.
.
.
영원히 지켜 볼수 있게.. 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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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내린 대장군입니다~!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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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요원 마티나 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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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요원 마티나 [축사국] 에서 빨리 "시크엘님 칼럼" 독점.장기계약 해야합니다.
(****)
2017.11.23. 15:26 답글

신문선씨가 저런 업적이 있었는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축구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런 감동적인 행보를 걸어 오셨네요~~
완전 반했습니다.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중년 여성분들을 데리고 와~~
그것도 보여주기가 아닌 10 년 행동을~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게 정말 아닌것 같아요 ㅎㅎ
신문선씨의 노고를 상상해 보면 고개가 숙여지네요~
아. 근데
시바
감동 받아 글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감정 찬물? ㅜㅠ
아 차붐 완전 깬다 퉤퉤

** 작성자
2017.11.23. 15:56 답글

찬물 드려 죄송할 따름 입니다.
(****)
2017.11.23. 15:35 답글

공감합니다~~^^
** 작성자
2017.11.23. 15:56 답글

감사합니다.
(****)
2017.11.23. 15:37 답글

대~~~~~~~~~~~~~~~~~~~~~~~박!
시크엘님 존경합니다.~!
완전 공감...공감합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네요..
신문선교수님 역시 다르십니다.
10 년.. 말이 10 년이지 무료봉사로 일군 여성축구단이
연속 우승까지...대단합니다.
시크엘 칼럼 대박입니다.
(****)

2017.11.23. 15:53 답글

대박에 대박을 더하다~!!!!!!!!
** 작성자
2017.11.23. 15:57 답글

카페지기님의 노고에 늘 감사 드립니다.
(****)
2017.11.23. 15:59 답글

시크엘 시크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칼럼
진짜 좋네요~!
(****)
2017.11.23. 15:45 답글

신문선

** 작성자
2017.11.23. 15:57 답글

호랭이님의 이모티콘으로 내용 압축~
(****)
2017.11.23. 15:45 답글

차붐

(****)
2017.11.23. 15:48 답글

푸헤헤헤~~~ 너무 웃겨 호랭이님
(****)
2017.11.23. 16:08 답글

참 재밌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 쓰셨습니다~^^
비교가 한방에 됩니다

** 작성자
2017.11.23. 19:41 답글

감사합니다.
(****)
2017.11.23. 16:14 답글

성남 사장 취임 후...
일화의 300 억 재정규모의 구단을
성남시 보조금 70 억원에 나머지 기업후원으로
재정을 채운 150 억 재정 경영은
많은 축구인들에게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개인적으로 친했던 박종환감독의
폭행사건의 대처로서 사직서를 받은 일화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교수
해설가
바둑 아마 5 단에 이세돌 vs 알파고 해설
정치 해설
다도
음악
미술평론
.
.
축구계의 별입니다....
(****)
2017.11.23. 16:26 답글

신문선 그래서 해설이 달랐구만...
(****)
2017.11.23. 23:24 답글

Ramb73 "심판판정에절대승복,상대선수 존중하기,페어플레이실천"등을 앞세워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과거
현재가 같은 분..
미래가 보입니다!

이경규와 양심냉장고 할 때..
봉고차에서 추위에 떨며 방송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
2017.11.23. 17:27 답글

역시~~
** 작성자
2017.11.23. 19:41 답글

^^
(****)
2017.11.23. 18:57 답글

시크엘 장군님 최고이십니다
** 작성자
2017.11.23. 19:41 답글

과찬이십니다.
(****)
2017.11.23. 19:05 답글

차범근 축구교실 수강료가 지금은 한달에 6 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그리고 연회비가 15 만원이라네요 차붐 축구교
실에 대한 서울시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2017.11.23. 19:25 답글

가제트님 덕분에 축협~
피곤하겠네요^^
(****)
2017.11.23. 19:39 답글

위에보니 가격대 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한거 같던데~
주 1 회 한달 총 4 회에 6 만원인가요?
연회비는 15 만원 따로국밥?
그럼 이제는 서울시의 지정 가격을 정확히 따르는것인지요?
어려워~
(****)
2017.11.23. 19:46 답글

비밀요원 마티나 네 맞습니다 서울시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
2017.11.23. 19:50 답글

이런걸 어떻게.. 차범근님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 영웅이었는데..ㅜㅜ
이 글을 읽다보니 문뜩..신문선님 예전에 엄청 욕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설마 모 단체의 음모도 있지 않았을
까 란 생각도 드네요.
(****)

2017.11.23. 19:56 답글

그 음모도 축사국에서 곧 밝히겠습니다~!
얼마전 축사국의 모함과 흡사합니다!
(****)
2017.11.23. 21:07 답글

시크엘님
고정컬럼을 기다리는 독자입니다.
시원합니다 .
** 작성자
2017.11.23. 21:55 답글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 입니다.
성원에 큰 감사 드립니다.
(****)
2017.11.23. 22:57 답글

믿고 보는 "시크엘님" 칼럼입니다.
FACT FACT FACT FACT
Hidden Truths....차고 넘치네요!
부제: "대한민국축구 레전드 교체 필요하다"
- 차붐("붐붐차") 레전드 퇴진(해임)
- 신문선 레전드 취임
ㅎㅎㅎㅎㅎㅎㅎㅎ
(****)
2017.11.23. 23:06 답글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죠~!
축사국은 진실과 함께 합니다!
(****)
2017.11.24. 07:54 답글

시크엘님 멋지십니다 이번에도 한건 날리시는군요~
음지에 계실분은 음지로 양지로나오실분은 양지로 있어야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합니다
** 작성자
2017.11.24. 13:32 답글

네! 감사합니다.
(****)
2017.11.24. 13:25 답글

레전드만 외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 입니다.!!!
선수로서의 레전드가 은퇴후 레전드가 되기 까지는 각고의 노력과 특히 인성의 문제가 중요 합니다.~
좋은 칼럼 입니다.^^ 화이팅!!! 돌려차기 시크엘님^^
** 작성자
2017.11.24. 13:33 답글

인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cafe.naver.com/purplesniva/2500
[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축사국 홈피] http://www.pwl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