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신 선 우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리고 공정한 승부를  

팬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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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Message



한국여자농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신선우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고, 마침내 팬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여자프로농구 

개막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가 개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시즌 준비와 개막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삼성생명과 6개 구단 구단주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여름이었습니다. 덥지만 희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위성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농구대표팀은 지난 6월,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FIBA 올림픽 최종예선에 출전해 

우리 여자농구 미래에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본선 티켓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과감한 세대교체 후 나날이 경쟁력을 갖춰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여고생 박지수 선수가 올 시즌 여자프로농구에 데뷔합니다. 박신자, 박찬숙, 

정은순으로 내려온 한국여자농구의 센터 계보를 이어줄 재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처럼 대형 선수가 데뷔하면서 여자프로농구는 보다 생기를 띌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타를 꿈꾸며 땀 흘려온 유망주들의 발전 과정도 박신자컵 서머리그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해 국가대표팀을 이끈 김단비와 강아정 선수 등이 퓨처스리그를 통해 기량 

향상을 이루었듯, 언젠가는 박신자컵에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줄 대형선수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자농구의 영원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속초에서 열린 W캠프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영감을 주고,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경기 외적으로 한국여자농구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경기적으로는 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비디오 판독 규정을 손질하여 더 정확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난해보다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들의 가세로 질적 향상도 꾀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앞으로 3년간 한국여자농구연맹과 함께 하기로 한 주관방송사  

KBSN 채널을 통해 매 경기 생중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여자농구연맹은 보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리고 공정한 승부를  

팬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여자농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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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수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여자농구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프로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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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Message



한국 여자프로농구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2017 여자프로농구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하는

삼성생명 대표이사 김창수입니다.

 

먼저,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여자농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한국여자농구연맹 최경환 명예총재님, 그리고 이번 리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신선우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자농구 대표팀은 지난 여름 올림픽 예선대회에서

유럽 강호들과 경기를 치르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우수한 신인 선수들을 발굴해내는 소득을 일궈냄으로써

여자농구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은 이러한 유망주들이 프로무대에 데뷔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함께 한 단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유망주들의 활약은 현재의 주역인 기존 선수들과 어우러져

팬들의 사랑과 여자프로농구 발전에 커다란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시기에 삼성생명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여자농구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프로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2017 리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멋진 플레이를 할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9일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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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는 법

G 경기수   Min 출전시간   FG% 슛 성공률   3P% 3점슛 성공률   FT% 프리드로우 성공률  

RPG 평균 리바운드   APG 평균 어시스트   SPG 평균 스틸   BPG 평균 블록   PTS 총 득점   PPG 평균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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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995 9. 한국 실업여자농구연맹 내 여자농구 활성화 위원회 구성 (실업3, 금융3)

1996 11. 17 여자실업 7개 팀 연맹에서 탈퇴, 분리 독립운영키로 결의가결

11. 18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12. 26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설립준비위원회 규정(안) 승인

1997 1.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설립준비위원회 사무실 설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5-8 중앙로얄오피스텔 1314호 )

2.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7개 실업팀 KBL 정규리그 참가 (1차 리그만 참여)

3.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설립추진계획(안)승인,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소속회원사 전 팀 감독 호주 프로농구 개막경기 및 운영에 관한 상황 참관

4.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법인화 추진 계획서 발간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영어 약자표기를 WKBL로 결정

4. 27 - 5. 5 제17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방콕) 우승

5. 10 - 19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부산) 은메달 획득

5.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설립준비위원회 규약(안)승인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정관(안) 심의 완료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협약서 심의 완료

6.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설립준비위원회 소속7개 팀 감독

전원 각 종 규약 및 규정 심의

8. 16 - 22 제20회 존스배국제농구대회 우승

8.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설립준비위원회 재발족 

(농구협회 허만우 부회장, 금융단, 김재웅, 조승연, 정주현, 임영보, 손정웅)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설립위원회 발족

9. 대한농구협회 최헌열 회장 각 팀 단장회의 소집 (삼성, SK증권, 현대, 신세계) 

한국여자농구연맹 (가칭) 회원사 7개 팀 중 4개사 단장 모임을 갖고 연맹설립

취지를 찬동, 구단 중심으로 설립위원회 발족에 합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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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여자농구연맹(가칭) 회장 인선 협희

치악배 여자실업금융 농구대회

12. 연맹사무실 이전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25번지 남대문B/D 3층)

한국여자농구연맹(가칭) 회장 추대를 농구계 원로급으로 추대키로 합의하고 

이성구 원로를 회장으로 추대

12. 19 - 5. 27 아시아나항공기배 추계 여자실업농구대회 겸 제52회 종별선수권대회 (제주도)

12. 23 4개 구단 중심으로 WKBL 창립 총회 개최

12. 29 한국여자농구연맹 법인 설립허가서 중구청에 제출

1998 2. 11 SK농구단 전격해체 통보

2. 12 문체부에 제출한 설립허가서 반환받음

5. 26 - 6. 7 제13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독일 베를린) 13위

6. 30 5개 실업 금융팀으로 재정비하여 임시총회 개최

7. 28 한국여자농구연맹 여름 정규리그 개최

8. 23 - 9. 5 제21회 존스배국제농구대회 6위

9. 24 한국여자농구연맹 법인 설립허가서 중구청에 제출

9. 13-20 제14회 아시아청소년여자농구선수권대회 (도쿠시마) 3위

11. 11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으로 허가를 취득함

11. 30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 법원 설립등기 완료

12. 6 - 20 제13회 아시아경기대회 (방콕) 동메달 획득

1999 2. 23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5. 2 - 9 제18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우승 (시즈오카)

7. 3 - 13 99 하계 유니버시아드 (스페인, 팔마) 15위

7. 17 WKBL 주최 여름 정규리그 개최

8. 2 - 7 제22회 존스배국제농구대회 우승

12. 16 총재 김원길 취임

2OOO 1. 10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4. 24 제6구단 금호생명 창단 발표

6. 5 WKBL 주최 여름리그 개최

7. 16 - 29 제23회 존스배국제농구대회 4위

9. 16 - 29 제27회 시드니올림픽 4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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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1 국제농구연맹 규칙 개정: 전·후반제를 폐지하고 4피리어드제 시행(피리어드당 10분)

1. 8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3. 23 김원길 WKBL총재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5. 19 - 27 제3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오사카) 동메달 획득

6. 26 WKBL 주최 여름리그 개최 (지역연고제 실시)

10. 4 - 11 제19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방콕) 3위

12. 17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2OO2 7. 5 WKBL 주최 여름리그 개최

9.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은메달 획득

10. 제14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중국) 4위

2OO3 1. 3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7. 10 WKBL 주최 여름리그 개최

10.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통일농구대회 참가

2OO4 1. 13 - 19 제20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센다이) 3위

1. 27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8. 27 - 9. 19 WKBL 주최 퓨처스리그 개최

8. 13 - 29 제28회 아테네 올림픽 출전 12위

12. 28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2OO5 국제농구연맹 규칙 개정: 2심판제에서 3심판제 시행

6. 제21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진황도) 준우승

6. 7 - 16 WKBL 주최 퓨처스리그 개최

7. 여자농구 발전위원회 발족

7. 7 WKBL 주최 여름리그 개최

10. 29 - 11. 6 제4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마카오) 동메달 획득

12. 20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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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6 5. 24 WKBL 주최 여름리그 개최

9. 제1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브라질) 13위

10. 30 - 11. 4 WKBL 주최 퓨처스리그 개최

2OO7 1. 5 WKBL 주최 겨울리그 개최

2. 22 김원길 총재 연임

6. 3 - 13 제22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인천) 우승

6. 25 - 30 WKBL 주최 퓨처스리그 개최

10. 3 WKBL 주최 2007~2008 리그 개최

2OO8 1. 5 WKBL 창립 10년 기념올스타전 개최

7. 22 WKBL 유소녀 지원사업 선포 및 시행

8.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8강 진출

10. WKBL주최 2008~2009 리그 개최

2OO9 6. 15 - 7. 5 WKBL주최 퓨처스리그 개최

9. 24 제23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 대회 (인도) 준우승

10. WKBL 주최 2009~2010 리그 개최

2O1O 6. 18 - 29 WKBL 주최 퓨처스리그 개최

9. 23 - 10. 3 제16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체코) 8위

10. 12 WKBL 주최 2010~2011 리그 개최

11. 12 - 27 제16회 아시아 경기 대회 (광저우) 은메달 획득

2O11 8. 21 - 28 제24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오무라) 2위

10. WKBL 주최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개최 

2O12 4. 신세계 쿨캣농구단 해체 통보

6. 2012 FIBA 올림픽 최종예선 (터키·앙카라) 참가

7. 최경환 총재 취임(제6대)

9. 하나외환 여자농구단 창단

10. WKBL 주최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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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13 1. WKBL 주최 KDB금융그룹 2013 여자농구 챌린지컵 개최

4. WKBL 주최 우리은행 2013 아시아 W-챔피언십 개최

10. 제25회 FIBA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 (방콕) 2위

11. WKBL 주최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개최

12. WKBL 주최 우리은행 2013-2014 퓨처스리그 개최 

2O14 9. 2014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터키) 참가

10.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금메달 획득

11. WKBL 주최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개최

12. WKBL 주최 KB국민은행 2014~2015 퓨처스리그 개최

2O15 7. 1 신선우 총재(제7대), 양원준 사무총장 취임

7. 6 - 10 WKBL 주최 2015 우리은행 박신자컵 서머리그 개최

8 제26회 FIBA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우한) 3위

9. 삼성 블루밍스에서 삼성생명 블루밍스로 팀명 변경

10. 하나외환에서 KEB하나은행으로 팀명 변경

10. WKBL 주최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개최

2O16 3. 우리은행, 강원도 춘천에서 충청남도 아산으로 연고지 변경

3. 우리은행, 한새 여자프로농구단에서 위비 여자프로농구단으로 팀명 변경

6. 2016 리우올림픽 여자농구 최종 예선대회(프랑스, 낭트) 6위

7. WKBL 주최 2016 유소녀 농구클럽 최강전(W-Champ) 1차

7. WKBL 주최 2016 우리은행 박신자컵 서머리그 개최

8. WKBL 주최 2016 엘리트 유소녀 농구캠프

10. WKBL 주최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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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가 10월 29일 막을 올린다. 타이틀스폰서를 맡은 

삼성생명과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의 맞대결로 7라운드 105경기 대장정에 돌입한다.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어떻게 치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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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자프로농구 경기는 평일은 저녁 7시, 주말은 오후 5시에 개최된

다. 여유 있는 주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들이 총출동하는 올스타전

은 1월 15일에 개최된다. 개막전에서는 슈퍼스타들의 은퇴식도 예정되어 있다. 10월 

29일 이미선의 작별 인사를 시작으로, KB스타즈는 10월 30일 변연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한은행은 이튿날에 신정자, 하은주의 은퇴식을 개최한다. 플레이

오프는 종전처럼 3위까지 오르게 된다. 2위와 3위가 3전 2선승제를 치르고 승리팀은 

챔피언결정전서 정규리그 1위팀과 5전 3선승제 시리즈를 갖는다.

거물들이 은퇴했지만 새 얼굴이 등장해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고교무대

를 주름잡은 분당경영고 3인방이 모두 프로에 등장한다. 박지수(KB스타즈), 나윤정

(우리은행), 차지현(KDB생명)이 바로 그들. 그 중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1순위로 

지명된 국가대표 박지수는 향후 프로농구의 10년을 책임질 스타로 각광받고 있다. 챔

피언결정전 우승이 한 번도 없었던 KB스타즈의 전력을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6~2017시즌부터는 우리은행이 새로운 연고지에서 경기를 한다. 우리은행은 아

산에 새 보금자리를 틀고 이순신체육관에서 경기를 갖는다. 스포츠마케팅에 강점이 

있는 아산시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명문 구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 규칙에도 소폭 변화가 있다. 비디오 판독 부분에서는 터치아웃 상황에 한 해 각 

팀마다 1번씩 기회가 더 주어지며, 판정이 바뀔 경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한편 

각 팀 지도자 중에도 새 얼굴이 많다. 신기성(신한은행), 안덕수(KB스타즈), 이환우 감

독대행(KEB하나은행)이 새로이 지휘봉을 잡고 팬들에게 인사한다. 

평일 7시,  

주말은 5시

박지수 등장! 

화제만발!

새로운 도시, 

새로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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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안덕수 감독, 신한은행 신기성 감독, KEB하나은행 이환우 감독대행.  

세 명의 신임감독이 2016~2017시즌 여자프로농구에 도전장을 던졌다. 신임감독들이 팀 성적은 

물론, 여자프로농구 흥행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다.

신임감독들의 등장

WKBL 새 바람 기대하라

신한은행 코칭스태프

16

20
16

~2
01

7 
W

OM
EN

’S
 k

Or
Ea

N
 b

aS
kE

tb
al

l 
lE

ag
u

E



KB스타즈 안덕수 감독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다수 농구 지도자들과는 많이 

다르다. 일단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일본에서 다녔다. 오사카 하츠시바 고등학교, 후쿠

오카 규슈산업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1999-2000시즌까지 프로농구 삼성에서 프로

선수로 뛴 뒤 은퇴했다. 은퇴 이후 행보도 파격적이었다. 지도자 연수 혹은 데뷔가 아

닌 행정가로 변신했다. 2000년에 대학농구연맹 사무국장을 맡았다. 2007년에는 일본

여자농구 샹송화장품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에는 대학농구연맹으

로 돌아와 사무차장을 맡았고, 2011년에 또 다시 샹송화장품 코치로 돌아갔다. 최근

까지 정해일 감독을 보좌했고, 2016년 4월 KB 감독으로 WKBL에 뛰어들었다. 

선수 안덕수에 대한 기억은 강렬하지 않다. 그러나 행정가와 코치 안덕수에 대한 평

가는 호평이 많았다. 2010년 대학농구리그 출범 및 안착에 힘을 보탰고, 샹송화장품

에서 지도자의 내공을 충실히 쌓았다. KB가 안 감독을 선택했을 때 ‘의외’라는 분위기 

속에서도 ‘알짜배기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폭넓은 경험은 안 감독의 최대

장점이다. 행정가, 프런트의 업무영역을 잘 알고 있다. 코칭스태프와 구단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KB는 지난 7월 박신자컵 서머리그서 우승을 차지했다. 안 감독은 벤치가 아닌 관중석

에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봤다. 진경석 코치가 경기를 운영했지만, 사실 안 감

독이 4월부터 다져놓은 조직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신한은행 신기성 감독은 한국 남자농구를 대표하는 가드였다. 포인트가드이면서도 

정확한 슈팅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트 코스만을 밟았다. 가드 명가 송도중, 송도

고를 졸업했고, 고려대 시절에는 ‘오빠부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프로에서도 화

려했다. 1998년 KBL 신인드래프트 7순위로 나래에 입단한 뒤 신인왕을 거머쥐었고, 

TG삼보시절이던 2004-2005시즌에는 정규시즌 MVP에도 선정됐다. 이후 kt, 전자랜

코치+사무국장 

경험,  

준비된 사령탑

여자농구 적응 끝, 

감독으로 새 출발

안덕수 감독

W
K

BL STORY

17



드를 거쳤다. 남자농구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금메달에도 일조했다. 프로에서 14

시즌을 뛴 뒤 2011~2012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은퇴 이후 케이블방송사 프로농구 해설위원으로 변신, 코트 밖에서 농구를 바라봤다. 

신 감독과 고려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다수 선후배, 동기가 KBL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 감독은 모교 고려대 코치를 잠시 거친 뒤 2014~2015시즌 여자

프로농구 KEB하나은행에서 코치를 맡아 본격적으로 프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KBL, WKBL 지도자 경력이 풍부한 박종천 前감독 밑에서 2년간 착실히 경험을 쌓았

다. 신 감독은 지난 4월 정선민 코치와 함께 신한은행으로 이적, 마침내 프로 지휘봉

을 잡았다. 

신한은행은 2015~2016시즌 창단 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다. 시즌 

후에는 베테랑들이 은퇴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신 감독에 대한 구단의 기대는 남

다르다. 특히 가드 출신으로서 신한은행 젊은 가드들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KEB하나은행은 신기성, 정선민 코치의 신한은행 이적으로 이환우, 김완수 코치를 새

롭게 영입했다. 특히 이환우 코치는 박종천 前감독의 현대 코치 시절 제자였다. 구단 

안팎으로 박종천 감독과 이환우 코치의 재결합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첼시 리 

사태로 박 감독이 2년 재계약을 맺고도 물러났다. 결국 KEB하나은행은 이환우 감독

대행 체제로 올 시즌을 맞이한다. 이 감독대행은 WKBL에선 처음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미 KBL에선 KT&G와 전자랜드에서 7년간 코치를 맡았던 경험이 있다. 

전자랜드 코치를 그만둔 뒤에도 농구선수 출신 아내 권은정 씨와 KPE4LIFE라는 비영

갑작스레 맡은 

사령탑, 반전은 

가능할까

이환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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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단법인을 설립, 사무총장을 맡아 스포츠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개척에 힘썼다. 그

리고 지난 봄 박 前감독의 제의를 받아 WKBL에 발을 들였다. 이환우 감독대행은 박

신자컵 서머리그를 통해 여자프로농구 적응을 끝냈다. 다른 팀들과는 달리 재활선수

가 많아 사실상 정규시즌처럼 총력전을 펼쳤다. 3승 2패, 3위로 나름의 성과도 냈다. 

이제 본격적인 승부다. 지난 시즌보다 전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백업 멤버, 젊은 선수

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올 시즌에 선전할 경우 다음 시즌 이 

감독대행의 신분도 달라질 수 있다. 

올 시즌은 감독들을 보좌하는 코치들의 얼굴도 많이 바뀌었다. 사령탑이 바뀐 구단들

은 물론, 기존 사령탑으로 시즌을 준비하는 구단들도 코치들과의 계약 만료 및 감독들

의 보강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코치들을 받아들였다. 

KB는 진경석 코치를 유임시키면서 이영현 코치를 새롭게 영입했다. 이 코치는 숭의

여고에서 지도자를 시작했고, 올 시즌 처음으로 프로에 입성했다. 신기성 감독과 함

께 KEB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넘어온 정선민 코치는 말이 필요 없는 한국 여자

농구의 레전드다. ‘레알 신한’의 전성기를 열었던 주역이다. 정 코치는 5년 만에 신한

은행에 돌아왔다. 또한, 신한은행은 스티븐 제임스 무어맨 트레이너도 영입했다. 무어

맨 트레이너는 육상선수 출신으로 그랜드 캐년 대학에서 퍼포먼스 코치를 역임한 경

험이 있다. 신한은행 선수들은 무어맨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 장기레이스에 

필요한 몸을 착실히 만들어왔다. 신한은행은 최근 수년간 주축선수들의 부상이 많았

는데, 무어맨 트레이너의 영입으로 선수단 몸 관리의 체계성,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EB하나은행도 이환우 감독대행과 함께 김완수, 정진경 코치 체제로 올 시즌을 치른

다. 김완수 코치는 2008년부터 온양여고를 지도하며 여자선수들을 잘 키워낸다는 호

평을 받아왔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이 감독대행 체제가 결정된 직후 정 코치를 발 

빠르게 영입했다. 정 코치는 올 시즌 중국여자프로농구 산시에서 임달식 前신한은행 

감독을 보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前감독이 갑작스럽게 퇴단하면서 정 코치도 자

유의 몸이 됐다. 정 코치는 KEB하나은행 전신 신세계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정 코치 

영입으로 선수-코칭스태프 간의 케미스트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김도완 코치, 전병준 코치를 새롭게 영입했다. 김 코치는 삼일중, 전 코치

는 명지고에서 오랫동안 남자 선수들을 지도했다. U16, U19 청소년대표팀을 지도한 

경력도 있다. 두 코치 모두 여자프로농구는 처음이다. 그러나 박신자컵 서머리그를 통

해 여자농구 적응을 마쳤다. 

임근배 감독은 지난 시즌을 마치면서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두 신임코치가 남중, 남고 지도 경험을 살려 

삼성생명 젊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된다.

신임감독 

보좌하는 코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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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수는 매 시즌 각 팀 전력을 좌우하는 큰 변수다. 특히 올 시즌부터는 외국인선수들의  

재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선수 선발이 어느 때보다 신중했다. 6개 구단은 7월 11일 드래프트를 통해  

2016~2017시즌에 활약할 선수 선발을 완료했다. 오랜만에 WKBL로 돌아온 선수부터,  

유니폼을 바꿔입은 WKBL ‘단골손님’까지, 스토리가 다양하다.

각 팀 이끌 외국인선수들

2016~2017시즌 우승은 우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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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 토마스(24, 188cm)와 카리마 크리스마스(27, 183cm)는 팬들도 복귀를 기다렸

던 선수들이다. 2014~2015시즌에 각각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뛰며 출중한 

기량을 뽐냈다. 아쉽게도 지난 시즌을 건너 뛴 두 선수는 나란히 드래프트에 참가해 각

각 1, 2순위로 삼성생명과 KDB생명에 지명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정규리그 4위였기

에 드래프트에서 받은 확률이 16.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를 얻게 됐다. 

토마스는 대표적인 올-어라운드 플레이어다. KEB하나은행 당시 18.9득점(1위), 11.0

리바운드(1위), 3.6어시스트(4위), 1.4스틸(4위)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자랑했

다. 토마스는 리바운드 후 직접 속공을 주도하는가 하면 골밑 플레이와 패싱 게임에도 

능하다. 토마스는 코네티컷에서도 주전으로 뛰며 WNBA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크리스마스도 신한은행에서 팔방미인다운 활약을 보였다. 16.8득점(2위) 9.7리바운드

(2위) 1.5스틸(1위)로 원맨쇼를 펼쳤다. 크리스마스도 최근 막 내린 WNBA 시즌 동안 

소속팀 댈러스의 주전으로 뛰었다. 그의 가세로 KDB생명은 포스트 득점과 속공 전개 

등에서 큰 힘을 얻게 됐다. 패스워크도 좋은 선수라, 크리스마스에게 집중되는 수비를 

역이용해 국내선수들의 득점도 뽑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모니크 커리가 과연 챔피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KB스타즈, 삼성생명, 신한은행을 

거쳐 올 시즌 우리은행 유니폼을 입는 커리는 WKBL이 외국인선수 제도를 재도입한 

이래 4시즌째 개근하고 있는 선수다. 

커리는 뛰어난 개인기를 이용한 득점력이 일품이다. 워낙 승부욕이 강해 다루기 힘들

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번에는 적수(?)가 만만치 않다. 바로 위성우 감독이다. 위 감독

은 “감독하기 나름이라 생각한다. 여러 선수들에게 도전해봤지만, 커리에게도 한 번 

도전하려 한다”며 웃었다. 우리은행은 그간 선발하는 외국인선수들마다 ‘우리은행 化’

하는데 성공, 4번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만일 커리의 득점력이 잘 녹아든다면 그 시

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WKBL로  

컴백한 선수들

위성우 감독과 

커리의 만남

카리마 크리스마스엘리사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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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즌 KDB생명에서 활약했던 플레넷 피어슨은 KB스타즈에 선발됐다. 피어슨은 

애초 예상과 달리 백업이 아닌 주전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1라운드에서 선발한 

키아 스톡스가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 어린 선수들이 많은 KB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지 기대를 모은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즌을 KB스타즈에서 보낸 나타샤 하워드는 삼성생명에서 뛰게 됐

다. 하워드는 지난 시즌 1라운드 선수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활약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이번 시즌 WNBA챔피언 미네소타로 이적한 하워드는 식스맨으로 많은 경험

을 쌓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국내 리그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외국인선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팀들도 있다. KB스타즈

는 1라운드 4순위로 선발한 키아 스톡스가 중국리그로 진출하면서 팀에 합류하지 않

았다. KB 안덕수 감독은 “스톡스 본인은 드래프트 전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한 걸

로 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드래프트 당일까지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

다. WKBL에 따르면 스톡스의 에이전트는 중국에 진출하지 못 할 경우 보험 성격으

로 한국 진출을 추진한 것 같다고 한다. 1라운드 외국인선수를 잃은 KB는 급히 대체

선수를 찾았고, 테네시대학 출신의 바샤라 그레이브스(22, 188cm)를 영입했다. 2016

년 WNBA 드래프트 2라운드 22순위로 미네소타에 지명된 그레이브스는 12경기만을 

뛰고 방출됐다. 대학 4학년 때 평균 10.9점 7.5리바운드를 기록했으며, 골밑에서 주로 

플레이하는 파워포워드다. 

반면 신한은행은 부상으로 외국인선수를 교체해야 했다. 1라운드 3순위로 선발한 모

건 턱이 WNBA 경기 중 왼쪽 무릎부상을 당해 시즌아웃 되고 만 것. 신한은행 역시 대

체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쓸 만한 선수들 중 상당수는 

다른 리그와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 신한은행은 오랜 고민 끝에 미국 USC 출

신의 알렉시즈 바이올레타마(23, 186cm)를 영입했다. 졸업 후 WNBA 진출에 실패한 

바이올레타마는 핀란드와 푸에르토리코리그에서 뛰었다. 포지션은 포워드다. 

KEB하나은행도 부상에 울었다. 1라운드 6순위 에어리얼 파워스(22, 183cm)가 고관

외국인선수 

문제로 골머리 

앓은 팀들

플레넷 피어슨모니크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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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부상을 입어 시즌아웃된 것. KEB하나은행도 이에 따라 대체 선수 영입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1라운드 외국인선수를 잃은 세 팀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밖

에 없게 됐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 대체된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팀에 녹아드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외국인선수들 중에선 경력자가 5명, 한국농구가 처음인 새 얼굴들이 6명이다. 

새얼굴 중 주목해봐야 할 선수는 누가 있을까? 

우리은행이 선발한 존쿠엘 존스(22, 198cm)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자원이

다. 198cm의 신장은 외국인선수 중 가장 크다. 엄청난 높이와 기동력을 겸비한 선수

로 우리은행의 수비를 더욱 탄탄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존스 역시 루키로 WNBA 

코네티컷에서 식스맨으로 주로 기용되고 있다. 사샤 굿렛과 3년간 함께 했던 우리은

행으로선 존스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파워는 굿렛이 좋지만 높이는 존스가 

더 좋다. 젊은 선수인 만큼 패기 있는 플레이가 기대되며 3점슛까지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의 애덧 불각(24, 193cm)은 턱의 부상으로 팀의 메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올 시즌 WNBA 신인으로 뉴욕에 지명됐다 방출된 불각은 큰 신장을 바탕으로 한 블록

슛이 강점이고, 3점슛을 던질 정도로 슛 거리가 길다. 

KEB하나은행의 나탈리 어천와(24, 191cm)도 파워스의 부상으로 비중이 커진 케이스

다.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인 어천와는 큰 체격을 바탕으로 정통 골밑플레이를 하는 선

수다. 이번 시즌 하나은행은 어천와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DB생명의 티아나 하킨스(25, 191cm)는 좋은 체격조건과 중거리슛이 뛰어난 선수

다. 크리스마스의 쉴 시간만 잘 메워준다면 KDB생명으로선 안정된 전력을 자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을 

주목하라!

WKBL 6개 구단 외국인선수 현황

구단 이름 생년월일 신체조건 WNBA 소속 WKBL데뷔

삼성생명
엘리사 토마스 1992.04.12 188cm/84kg 코네티컷 2014년

나타샤 하워드 1991.09.02 191cm/78kg 미네소타 2015년

신한은행
알렉시즈 바이올레타마 1993.06.12 186cm/82kg 푸에르토리코 신입

애덧 불각 1992.12.20 193cm/71kg 前 뉴욕 신입

우리은행
존쿠엘 존스 1994.01.05 198cm/86kg 코네티컷 신입

모니크 커리 1983.02.25 183cm/78kg 샌안토니오 2013년

KB스타즈
바샤라 그레이브스 1994.03.17 188cm/86kg 前 미네소타 신입

플레넷 피어슨 1981.08.31 187cm/82kg 前 댈러스 2015년

KDB생명
카리마 크리스마스 1989.09.11 183cm/82kg 댈러스 2014년 

티아나 하킨스 1991.03.02 191cm/86kg 前 워싱턴 신입

KEB하나은행 나탈리 어천와 1992.11.22 191cm/89kg 인디애나 신입

나탈리 어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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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만남은 없다고 하지만 이들과의 이별은 유독 아쉽다. 한국여자농구를 대표했던 4명의 

선수인 변연하와 이미선, 신정자, 하은주가 2015~2016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매 시즌 각 

구단과 리그를 대표해 뛰었던 선수들을 위해 소속팀은 홈 개막전에 맞춰 은퇴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선 · 변연하 · 신정자 · 하은주

이제는 코트 밖 전설이 된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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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은 은퇴 전까지 한국여자농구에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정통 포인트가드였

다. 1997년 광주 수피아여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해 2016년에 은퇴할 때까

지 ‘원 클럽 맨’으로 뛰었다. 자신의 능력을 조용히 발휘하며 WKBL 최고 포인트가드

로 자리매김했다. 입단 첫해부터 주전 포인트가드 자리를 꿰찼고 전주원과 김지윤 등 

당시 내로라하는 가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99 여름리그 베스트 5상을 받았고 

2002 겨울리그 3점슛상, 2002 여름리그 정규리그 MVP 등을 수상했고 팀의 정규리

그 6회 우승과 챔피언결정전 4회 우승을 이끌었다.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은 더 눈부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4강을 비롯해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여자농구 스틸 부문 1위를 차지하

며 한국이 8강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홈에서 열린 대회이자 국가대표로 나선 마지막 대회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오래 뛰었음에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서 팬들로부터 크리스 폴을 빗댄 ‘할미스 

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멤버들이 하나둘

씩 떠나도 그녀는 끝까지 남았다. 2016년 2월 27일에는 최초로 ‘단일팀 통산 500경

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정들었던 코트를 떠난다.

그간 팀을 대표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켰던 프랜차이즈 선수였던 만큼 구단 역시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이미선은 삼성생명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월 27일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객원코치로 지도자 연수를 떠났다. 

출국 전 이미선은 “전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서 운영 시스템을 경험

하여 배워오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미선 역시 제2의 인생을 위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연수지를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2016~2017시즌 용인 홈 개막전에서 이미선에 대한 은퇴식을 

치를 예정이다.

변연하의 소속팀이었던 청주 KB스타즈는 지난 4

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연하가 은퇴를 결정

했다. 앞으로 학업과 지도자 연수를 계획 중”이라

고 밝혔다. 여자농구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었다. 2015~2016시즌 우승을 아깝게 놓치면서 

다음 시즌까지 선수 생활 지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그녀였기 때문이다. 후배 선수들도 당연

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역시 그녀다운 선택이다. 모두에게 기억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 제2의 어시스트 
준비 중’ 

  이 미 선

‘ 인생의 신기록에 
도전하다’ 

  변 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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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여고를 졸업하고 1999년 삼성생명에 입단한 변연하는 세 차례 정규시즌 최우수

선수에 올랐고, 2006년에는 챔피언결정전 MVP를 수상했다. 기록도 어마어마하다. 

2015~2016시즌까지 정규리그 통산 545경기에 출전해 개인 통산 3점슛 1,014개를 

기록해 WKBL 통산 3점슛 부문 1위에 올랐다. 득점도 총 7,863점(평균 14.4득점)으로 

정선민(8,140점)에 이어 통산 득점 2위, 여기에 통산 스틸 2위(843개)와 어시스트 3위

(2262개)의 기록도 갖고 있다.  

2015~2016시즌에도 기량이 여전했다. 정규리그 35경기를 모두 소화하며 경기당 평

균 9.1점에 4.3리바운드 5.4어시스트를 달성했다. 지난 3월 13일에 열린 KEB하나은

행과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25득점(3점슛 5개)에 9리바운드 6어시스트 3스틸의 

맹활약을 기록한 것이 변연하의 은퇴 전 마지막 경기가 됐다. 

그녀의 활약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14 인

천 아시안게임까지 4회 연속 대표팀에 발탁되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

었다. 또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로 뛰었다. 

2002년 세계선수권 4강, 2011세계선수권 8강의 주역이기도 했다. 현재 변연하는 구

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고 있다. 

KB스타즈는 2016~2017시즌 청주 홈경기 개막전에서 변연하의 공식 은퇴식을 열 

예정이다.  

185cm라는 작은 신체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자농

구를 대표하는 블루워커와 최고의 리바운더로 활약한 

이가 있다. 바로 ‘미녀 리바운더’ 신정자다. 신정자는 신

장이 아닌 열정으로 리바운드를 잡아왔다. 그녀는 프로 

통산 4,502리바운드로 이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

록했다. 2위는 지난 시즌 코치와 선수로 한솥밥을 먹었

던 정선민의 3,142개다. 현역선수인 허윤자(삼성생명)

가 2,490개로 7위에 올라 있는 만큼 신정자의 리바운

드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렵다. 

이런 대기록의 주인공인 그녀 역시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사실 소속팀인 신한은행과의 계약 기간도 남아 있었고, 원한다면 다

른 팀 이적도 가능했다. 국내 빅맨 중에 골밑에서 그녀만한 경기력과 존재감을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이 은퇴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며 미련을 두지 않고 정들었

던 농구공과 유니폼을 내려놨다. 마산 산호초등학교 5학년 때 키가 크다고 해서 처음 

농구와 인연을 맺은 지 25년 만이었다. 

1999년 국민은행(현 KB스타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래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

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으로 팀을 옮긴 후인 2007~2008시즌 평균 12득점 12리

‘ 이제는 아내이자 
엄마로’ 

  신 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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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드를 시작으로 2012~2013시즌 14.7점 10.8리바운드까지 6년 연속 더블-더블

을 시즌 평균으로 해냈다.  

대표팀에서도 오랜 기간 골밑을 지켰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

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녀에게는 국내 리그 우승 경험

이 없다. 챔피언결정전에 두 차례 나갔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사실상 주축이었던 

KDB생명을 떠나 신한은행으로 팀을 옮긴 것도 우승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지만 결국 

이루지는 못했다. 

지난 2014년 5월 윤성호 SBS 스포츠 아나운서와 화촉을 밝힌 그녀는 은퇴 후 가정으

로 돌아가 한 남편의 아내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예비 엄마가 되어 

기쁨이 배가 됐다. 은퇴 발표 후 그녀는 2세 계획도 세우고 기회가 되면 코치로 선수

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2세 계획에 벌써 돌입한 만큼 당장은 코트로 돌

아올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복귀해 여자농구에 

활력을 불어줄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2cm의 신장에 ‘스카이’라는 별명으로 코트를 누볐던 

하은주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2m가 

넘는 큰 키는 그녀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었지만 고

질적인 무릎 부상도 같이 가져다주었다. 2006년 여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유턴을 결정해 신한은행 유니폼

을 입은 이후 그녀는 언제나 승리와 함께 했다. 외국인

선수가 잠시 나오지 않던 때 그녀의 큰 신장에서 나오

는 득점력과 리바운드 장악력은 위력적이었다. 골밑에

서 ‘잡으면 한 골’이었고 동료들이 넣지 못하는 볼 역시 

언제나 그녀가 리바운드로 잡으면 득점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아픈 무릎은 그녀를 괴롭혔다. 현실적으로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와 보강 운동을 하는 것만이 답이었다. 사실 그렇게 

해도 갑자기 무릎에 이상이 오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 한계를 느꼈

다. 리그를 치를수록, 그리고 대표팀에 차출돼 경기를 치를 때마다 약해져갔다. 이제

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했고 결국 지난 시즌 후 은퇴로 가닥을 잡았다. 

하은주는 농구 외에도 학업에 정진하는 선수로 유명했다. 어린 시절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으로 혈혈단신 건너가 부상 치료 및 재활, 그리고 농구와 공부를 병행한 것은 이

미 유명한 일화. 그녀는 2012년 3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심리학 전

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래 꾸준히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2016년 8월 26

일 드디어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학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7년 1월에는 박사 후 과정(Post Doctor)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계획도 잡고 있다. 

하은주 박사의 최종 꿈은 강단에 서는 것이다.

‘ 강단에  
서는 것이 꿈’ 

  하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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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하, 이미선, 신정자 등 슈퍼스타들이 태극마크를 반납했던 약 2년 전. 

여자대표팀을 향한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다. 은퇴한 선수들의 존재감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위성우 감독이 이끈 2016 여자농구대표팀은 

‘절반의 성공’ 그 이상이라 평가 내릴만한 비전을 제시했다.

언니쓰 그 후…

여자대표팀, 새로운 황금기를 꿈꾸다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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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끗 차이로 놓친 올림픽 티켓이었다. 여자대표팀은 6월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최종예선서 6위에 머물렀다. 벨라루스와의 5·6위 결정전에서 이겼으면 

5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수 있었지만, 대표팀은 엿새 동안 5경기라는 

강행군 끝에 기동력 저하를 보이며 패했다. 그렇게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8년만의 

올림픽 출전을 노린 여자대표팀의 도전도 막을 내렸다.

비록 올림픽 출전은 ‘4년 후’를 기약해야 했지만, 대표팀은 최종예선을 통해 희망을 봤

다. ‘언니들’의 뒤를 받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들이 한 단계 이상 성장, 새로

운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것. 대표적인 선수가 강아정이었다. 강아정은 변연하의 동주

여고 후배로 고교시절부터 ‘제2의 변연하’로 불렸던 기대주다. 청주 KB스타즈에서도 

변연하가 은퇴하기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고,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대

표팀에도 꾸준히 선발됐다. 다만, 기복이 있는데다 공격루트가 다양하지 않아 성장세

는 기대보다 더딘 터였다.

‘미완의 대기’였던 강아정은 올림픽 최종예선을 통해 득점기계로 당당히 거듭났다. 부

상 탓에 대회 내내 왼손에 붕대를 감고 뛰었지만, 연일 고감도 3점슛을 터뜨리는 등 

평균 14득점을 올리며 여자대표팀을 이끌었다. 현지 농구 팬들조차 연달아 림을 가르

는 강아정의 3점슛을 보며 환호성을 지를 정도였다. 비록 강아정은 올림픽 티켓이 걸

린 벨라루스와의 5·6위전에서 잠잠했지만, 부상투혼을 보여준 데에 따른 박수갈채를 

받으며 대회를 마쳤다.

김단비 역시 여자대표팀의 세대교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다.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을 통해 이미 ‘국제용’으로 검증을 받았다. 최종예선에서도 강아정에 

비해 폭발력은 부족했지만, 김단비는 넓은 수비범위와 뛰어난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한 돌파로 여자대표팀의 한 축을 맡았다. 흔히 말하는 ‘기록지 이상의 존재감’을 남기

는 선수가 김단비라고 할 수 있다. 강아정과 김단비는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선수들

이다. 20대 초반부터 쌓아온 경험에 주력선수로서 뛰며 노-하우까지 더한 만큼, 향후 

여자대표팀의 포워드 전력은 이들에 의해 건재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선봉장 

강아정·김단비

김단비강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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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는 올림픽 최종예선을 통해 건진 최고의 수확이었다. 하은주, 신정자 등 대표팀 

센터들이 단번에 은퇴해 골밑에 공백이 생길 법했지만, 박지수는 올림픽 최종예선에

서 평균 7득점 10.8리바운드(공동 1위) 1.6블록(3위)으로 활약, 대표팀의 골밑을 책임

졌다. 

“마침내 대형 센터가 나왔다.” 올림픽 최종예선을 마친 후 위성우 감독이 남긴 말이었

다. 사실 박지수는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일찌감치 ‘여자농구의 미래’로 꼽혔던 여자농

구의 자산이었다. 고교에 진학한 후에는 웬만한 프로선수 이상의 골밑장악력을 과시

하기도 했다. 덕분에 박지수는 최연소 국가대표로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됐고, 이번 최

종예선을 통해 유럽의 장신들에 맞설 수 있는 기량을 펼쳤다. 젊은 선수에게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얼마나 큰 ‘나비효과’를 가져다주는지 박지수가 증명해보인 셈이

다. 

더불어 박지수는 프로 데뷔도 앞두고 있다. 프로무대에서는 보다 수준 높은 농구를 접

하는 것은 물론, 힘과 높이를 겸비한 외국인선수들과 직접적인 맞대결도 펼쳐야 한다. 

여기에 프로에서보다 체계적인 몸 관리까지 받는다면, 박지수는 앞으로 보다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박지수가 ‘박찬숙의 대를 이을 센터’라는 호평을 증

명해보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자대표팀이 세대교체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은 2015년이었다. 대표팀 이원화 시스템

을 통해 일찌감치 국제대회 경험을 쌓았던 홍아란, 김규희를 비롯해 박지수가 최연소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도 2015년 열린 FIBA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였다. 당

시만 해도 대표팀은 변연하, 이미선의 공백을 실감했다. 중국과 일본의 기세에 눌려 3

위에 그쳤고, 올림픽 직행티켓도 놓쳤다. 세대교체를 단계적으로 밟아온 경쟁국에 비

해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이었던 대표팀으로선 한 번쯤 겪었어야 할 성장통이었다. 

위성우 감독은 2015년의 경험이 대표팀을 살찌우는 자산이 됐다고 한다. “작년에 쉽

게 무너진 경험을 통해 선수들 스스로 ‘이렇게 해선 언니들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라

는 책임감을 갖게 됐고, 개개인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표팀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효

율적인 훈련이 가능했다.”

내·외곽에 걸쳐 세대교체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과제도 있었다. 대표팀은 포인트가드 

자원이 한정적이었던 탓에 경기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안정감이 떨어졌다. 위성우 감

독이 박혜진에게 멀티포지션을 맡겼던 것도, 강아정과 김단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

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물론 WKBL을 살펴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원은 풍부하다. 

홍아란과 김규희를 비롯해 신지현, 김이슬도 잠재적인 국가대표 후보들이다. 

위성우 감독은 “신지현, 김이슬은 향후 충분히 대표팀에 선발될만한 자질을 갖고 있

다. 특히 신지현은 지난해 무릎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대표팀에 선발했을 것”이라며 

또 다른 유망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성장통, 

대표팀에겐 자산

성장 중인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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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를 단행하는데 있어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 있다. 세대교체는 단순히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만으로 팀을 꾸리는 게 아니다.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을 하나로 묶

고, 때에 따라선 코트에서 직접 해결사 역할까지 소화하는 베테랑이 있어야 세대교체

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여자대표팀이 무리한 세대교체를 통해 깨달

은 바이자 위성우 감독이 임영희를 리우올림픽 최종예선 대표팀 명단에 포함시킨 이

유다.

임영희 역시 변연하와 나이가 같은 베테랑이다. 임영희는 최종예선에서 기선을 제압

하는 3점슛,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여자대표팀의 도전에 힘을 실어줬다. 임영희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단 코트에서뿐만이 아니라 훈련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공헌, 

대표팀에 베테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증명해 보였다. 위성우 감독은 “대표팀의 세

대교체는 원활히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함께 움직이며 

중심을 잡아주는 것 역시 대표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임영희는 

그런 면에서 대표팀이 젊어지는데 기여한 선수”라고 말했다. 여자대표팀의 세대교체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유망주 발굴 및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성장에 촉매제 역

할을 담당할 임영희, 양지희 등 베테랑들의 뒷받침도 대표팀에겐 빼놓을 수 없는 항목

이 될 것이다. 세대교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표팀이 201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구조화까지 더해 ‘아시아의 맹주’라는 명성을 되찾길 기대해본다.

세대교체, 

베테랑의 필요성

구분 날짜 상대팀 점수

예선
6월 14일 나이지리아 69-70(L)

6월 15일 벨라루스 66-65(W)

8강 6월 17일 스페인 50-70(L)

순위결정 6월 19일 쿠바 81-62(W)

순위결정(5위) 6월 19일 벨라루스 39-56(L)

리우올림픽 최종예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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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시즌 여자프로농구 중계가 새롭게 달라진다. WKBL은 지난 3년간 중계방송을 맡아온 

KBS N과 3년 더 동행을 약속했다. 여자프로농구 현장을 각 가정마다 생생히 전달할 KBS N은  

보다 나아진 중계방송으로 여자농구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여자프로농구 중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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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전하기 위해 KBS N 중계진은 시즌 전부터 발

로 뛰었다. 6개 구단의 일본전지훈련을 동행취재하며 준비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KBS N이 전지훈련을 취재한 건 올 해가 처음. 6개 구단 훈련 현장을 다큐멘터리로 제

작해 붐업에 힘을 쏟았다. 여자농구 중계를 맡은 이재일 PD는 경기 외에도 코트 안팎

의 다양한 모습을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 PD는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재

미를 찾으려고 한다. 또 정형화된 인터뷰가 아닌 참신한 내용을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

다. 또 그래픽을 최대한 활용, 경기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여자농구 해설위원은 모두 4명. 정은순, 조성원 해설위원을 비롯해 박종천 

前 KEB하나은행 감독과 김은혜 前 우리은행 선수가 가세했다. 박종천 위원은 지난 시

즌까지 감독을 맡아왔기에 여자농구 판도를 가장 잘 꿰고 있는 인물. 감독 경험을 바

탕으로 전략과 전술, 선수 성향까지 잘 소개해주리라 기대된다. 조성원 위원은 오랜 

경력답게 차분하고 연륜 있는 해설이 기대된다. 김은혜 위원 역시 기대를 모으는 인물

이다. 2013년 우리은행 우승 멤버였던 김 위원은 현역 시절 경험을 풍부히 살린 해설

이 기대된다. 선수들과 유대관계가 깊은 만큼 뒷이야기도 전해줄 것으로 보인다. 정은

순 위원은 냉정한 경기 분석과 선수 평가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똑소리’ 나

는 해설은 이번 시즌도 계속될 전망. 

KBS N은 여자농구를 더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재일 PD는 ‘솔직한 방송’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장면들

을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다.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도 계속 노출 되

고 이슈가 됐으면 한다. 여자농구가 출범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타’에 대한 갈증 해소에도 앞장설 계획이

다. 이번 시즌 박지수라는 대형신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이 PD는 “박지수나 신지현 같은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은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여자농구 홍보에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개 구단, 시즌 

어떻게 준비했나?

4人4色  

해설위원

스타플레이어 

홍보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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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사무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5 삼성트레이닝센터

T. 031 260 7643  F. 031 260 7636

| 연습체육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5 삼성트레이닝센터

T. 031 260 7560 F. 031 260 7561

| 홈 경기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 용인실내체육관

T. 031 323 5211~2 경기장 좌석_ 1,914석

버스_ 수원, 용인방면:

  68, 10, 10－3, 10－5, 22, 66, 66－1, 66－3,  

66－4, 67, 67－1

 서울 양재, 강남역: 

 5001번, 5002번(좌석버스)

| 입장권 안내 |

일반석_  성인 5,000원│학생 2,000원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특별석_ 10,000~15,000원

예매처_ 티켓링크

● 용인실내 
체육관

용인
우체국

동남
아파트

용마
초등학교

Yongin SamSung LiFE 
BLuEminx
BaSkEtBaLL tEam

www.samsungbluemi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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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취

삼성생명블루밍스농구단은 1977년 창단하여 올해로 39년을 맞이하는 여자농구계의 전통 

명문구단이다. 성정아, 김화순, 차양숙, 정은순, 유영주, 한현선, 왕수진, 박정은, 이미선 등 

한국여자농구 발전에 기여한 스타플레이어를 대거 배출하며 프로 출범 전에는 농구대잔치 

통산 8회 우승, 전국체전 통산 5회 우승 등 국내 주요 농구에서 수많은 우승 기록을 세웠으

며, 프로 출범 이후에도 5차례 챔피언에 등극하였다.

국제대회에서도 블루밍스 소속 선수들은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 2000년 시드니 올림

픽 4강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012년 구단의 새로운 BI인 블루밍스(Blueminx)를 

론칭하며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플레이로 팬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삼성생명블루밍스농구단은 임근배 감독과 김도완, 전병준 코치의 지휘 아래 허윤자, 김한별 

등 노련한 고참 선수들과 박태은, 고아라, 배혜윤, 박하나, 유승희 등 젊은 선수들이 신구 조

화를 이루고, 새롭게 팀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 엘리사 토마스, 나타샤 하워드와 함께 이번 

시즌 V6 달성에 도전한다.

TeAM 
STORY

 팀 소개

1998년 8월 1998 라피도컵 여름리그 통합 우승

1999년 2월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정규리그 4위

1999년 8월 한빛은행배 1999 여름리그 통합우승

2000년 1월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통합우승

2000년 7월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정규리그 3위

2001년 2월 삼성생명 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챔프전 우승

2002년 8월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정규리그 우승, 챔프전 준우승

2003년 3월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챔프전 준우승

2003년 8월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정규리그 우승, 챔프전 준우승

2004년 3월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정규리그 우승, 챔프전 준우승

2005년 3월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챔프전 준우승

2005년 6월 연고지를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

2005년 7월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정규리그 3위

2006년 3월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정규리그 3위

2006년 7월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정규리그 4위

2007년 4월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챔프전 준우승

2008년 3월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2위 챔프전 준우승

2009년 3월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2위, 챔프전 준우승

2010년 3월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2위, 챔프전 준우승

2011년 3월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2위

2012년 3월 신세계·이마트배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2012년 9월 블루밍스 BI 발표 (팀명, 엠블럼, 마스코트)

2013년 1월 2013 KDB금융그룹 챌린지 컵 우승

2013년 3월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챔프전 준우승

2014년 3월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2014년 9월 제일기획 이관/농구단 명칭 변경 용인삼성생명블루밍스여자농구단 

→ 용인삼성블루밍스농구단

2015년 3월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2015년 9월 농구단 명칭 변경 용인삼성블루밍스농구단 → 용인삼성생명블루밍스농구단

2016년 3월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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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계리

g U a R D

1
박하나

g U a R D

10
고아라

f o R W a R D

26
엘리사 토마스

f o R W a R D

25
배혜윤

f o R W a R D

TeAM BeST 5
 베스트 5

UnifORM
 유니폼

MASCOT
 마스코트

홈 원정

삼성생명블루밍스농구단의 마스코트 ‘블루밍스’는 선도, 신뢰, 스마트함을 상징하는 삼성의 

칼라 아이덴티티, 블루(Blue)와 말괄량이를 뜻하는 밍스(Minx)의 합성어다. 활력 넘치고 민

첩하며 스마트한 플레이를 펼치는 구단 선수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엠블럼에도 함께 적용

되어 삼성생명블루밍스농구단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하나로 높게 묶은 포니(Pony) 헤어스

타일과 주근깨 표현으로 말괄량이의 이미지를 더했고, 다부진 입모양과 팔다리를 통해 승

리를 향한 열정과 강인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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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팀명 연고지 코칭스태프

1998 라피도컵 여름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정태균 감독 - 서동철 코치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정태균 감독 - 서동철 코치

한빛은행배 1999 여름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정태균 감독 - 서동철 코치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정태균 감독 - 서동철 코치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정태균 감독 - 서동철 코치

삼성생명 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유수종 감독 - 서동철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수원 유수종 감독 - 서동철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수원 유수종 감독 - 서동철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수원 박인규 감독 - 정미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수원 박인규 감독 - 정미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수원 박인규 감독 - 정미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수원 박인규 감독 - 정미라 코치

KB스타배 2005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수원 정덕화 감독 - 정상일 코치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정덕화 감독 - 정상일 코치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정덕화 감독 - 정상일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정덕화 감독 - 정상일 코치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정덕화 감독 - 정상일 코치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이호근 감독 - 정상일 코치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이호근 감독 - 정상일 코치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이호근 감독 - 정상일 코치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이호근 감독 - 정상일, 커크 콜리어 코치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용인 이호근 감독 - 정상일, 커크 콜리어 코치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블루밍스 용인 이호근 감독 - 정상일, 커크 콜리어 코치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블루밍스 용인 이호근 감독 - 정상일, 박정은, 커크 콜리어 코치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삼성 블루밍스 용인 이호근 감독 - 박정은, 양은성, 이휘걸 코치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블루밍스 용인 임근배 감독 - 박정은 코치

TeAM ReVieW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내일을 내다봤던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 임근배 감독이 새로이 지휘봉을 잡은 삼

성생명의 2015~2016시즌 키워드는 ‘리빌딩’이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최고참 이미선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유도했다. 고른 선수기용과 압박수비도 핵심이었다. 이는 절반의 성과를 거두었다. 평균 63.5

점만을 내주며 실점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워낙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한데다 외국인선수 해리스의 부상이 겹치면서 

오르내림도 심했다. 7라운드 선전에 힘입어 KB스타즈와 플레이오프 티켓을 두고 겨루었지만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5할 승률(18승 17패)로 시즌을 마쳤고, 박하나를 비롯하여 유승희, 강계리 등 20대 선수들의 성장이 이어지

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새 시즌 삼성생명은 한 번 더 변화를 겪었다. 지난 19년간 팀을 이끈 이미선이 떠나면서 가드진에 공백이 생겼다. 

2015년 드래프트 1순위 윤예빈을 비롯하여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 어린 선수들 발전을 위해 외국인 스

킬 트레이너를 초청하는가 하면 선수 성장에 잔뼈가 굵은 김도완, 전병준 코치를 아마무대에서 끌어올렸다. 임근배 

감독은 공격적으로 다가서겠다고 선언했다. 과연 ‘젊어진’ 삼성생명은 올 시즌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까.

2015~2016 ReVieW 지난 시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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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G MPG FG% 3P% FT% RPG APG SPG BPG PPG

강계리 21 8:17 27.3 18.5 33.3 0.9 0.7 0.4 0 1.5

고아라 35 34:44 30.4 26.3 65.6 5.0 2.2 1.3 0.3 7.9

김민정 1 1:56 100 0 0 1.0 0 0 0 2.0

김한별 22 12:08 34.1 16.7 100 2.2 1.5 0.5 0.1 3.1

박소영 24 9:26 27.3 33.3 0 0.8 0.8 0.4 0 1.0

박태은 18 5:22 36.4 80 56.3 0.8 0.3 0.3 0.1 1.6

박하나 35 30:58 35.2 31.9 70.7 3.6 2.4 1.4 0.3 10.2

배혜윤 35 27:45 38.2 0 78.0 3.8 1.8 1.0 0.3 8.4

스톡스 35 26:02 59.4 100 53.9 10.1 0.9 1.1 2.7 10.7

양지영 10 5:50 31.6 10 75.0 0.8 0.1 0.3 0 1.6

유승희 30 13:26 27.9 20.8 64.3 1.2 0.7 0.5 0.2 2.7

이미선 34 19:03 39.7 32.8 78.6 2.4 2.4 1.2 0.1 4.1

최희진 28 9:44 27.7 23.8 50 1.0 0.1 0.3 0 2.4

테일러 7 10:28 47.4 0 71.9 4.3 0.6 0.6 0.1 11.0

해리스 25 17:09 49.6 26.3 52.6 6.2 0.6 0.7 1.1 10.6

허윤자 30 8:51 39.2 0 77.8 1.3 0.4 0.6 0.1 2.4

TEAM DATA 35 39.1 26.7 64.9 36.2 13.2 8.8 5.0 62.1

2015~2016 pLAYeR SUMMARY

pLAYeR MOVeMenT
IN OUT

- 이미선(은퇴), 김민정(웨이버)

2015~2016 LeADeR BOARD
구분 정규리그 평균 플레이오프 평균 챔피언결정전 평균

득점 테일러(11.0)

리바운드 스톡스(10.1)

어시스트 이미선(2.4)

3점슛 고아라(1.0)

스틸 박하나(1.4)

블록슛 스톡스(2.7)

TeAM DATA
시즌/상대팀 KB스타즈 KDB생명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시즌 전적

2013~2014 4승 3패 3승 4패 6승 1패 2승 5패 2승 5패 17승 18패

2014~2015 1승 6패 5승 2패 5승 2패 3승 4패 7패 14승 21패

2015~2016 3승 4패 6승 1패 4승 3패 3승 4패 2승 5패 18승 17패

최근 3시즌 상대팀간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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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주 임대기

TeAM STAff
 팀 스태프

Yongin SamSung LiFE 
BLuEminx
BaSkEtBaLL tEam

사무국장 한치영 사무차장 김일겸

단장 오동석

COACHing STAff
 코칭스태프

감독 임근배 매니저/통역 이혜림 매니저 양아영

코치 김도완 코치 전병준 전력분석 오정현

트레이너 김형수트레이너 백준우 트레이너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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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공격적인 부분을 보완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지난 시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Q 이번 시즌 구상하는 팀 색깔은 지난 시즌보다 공

격적인 농구를 하고 싶다. 외국인선수 선발도 팀 공격에 도

움이 될 선수들로 선택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격을 외치

는 농구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지난 시즌 부족했던 게 수

비보단 공격이니, 그 점을 더 보완하는 농구를 하겠다. Q 

팀 중심이 되어줄 선수는 국내선수가 중심이 되어주길 바

라지만, 엘리사 토마스 선수가 팀의 중추 역할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팀 가드들도 토마스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토마스는 패스와 속공 능력이 있는 선수다. 

옆에서 국내 가드들이 보면서 농구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 

또 포워드라인의 득점력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아라, (최)희진이 같은 포워드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Q 외국인선수에게 거는 기대 엘리사 토마스는 KBL에서 뛰

었던 크리스 윌리엄스와 스타일이 비슷하다. 여러모로 팀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순위로 뽑았다. 나타샤 하

워드는 빠른 농구에 적합한 선수다. 요즘 세계농구의 흐름

이 빠른 농구 아닌가. 잘 달리는 선수이기에 기대가 크다. 

지난 시즌엔 자기 기량만큼 못했다고 본다. 올해는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Q 올 시즌 목표는 챔피언

결정전 진출이 목표다. 모든 팀들이 다 우승을 목표로 삼겠

지만 개인적으로는 챔피언결정전부터 올라가고 싶다. Q 올 

시즌 우리 팀 라이벌은 누구 굳이 어느 한 팀이 라이벌이라

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가 5개 팀을 월등히 이긴다는 보

장은 없지 않나. 언제든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5개 팀이 

모두 라이벌이다. Q 우승하면 ◯◯◯◯을 하겠다! 팬들을 

위한 공약 한 가지! 우리 구단 페이스북 메신저로 공약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

감독 임근배

공격력 보완… 
목표는 챔프전 진출

생년월일 1967년 4월 14일

출신교 광신정산고-경희대

주요경력 1990~1998 현대 선수

 1998~1999 대전 현대 코치

 1999~2003 인천 신세기 코치

 2003~2004 인천 전자랜드 코치

 2004~2013 울산 모비스 코치

 2015~현재 삼성생명 감독

sam
su

n
g LIFE bLu

Em
In

x b
Asketb

All teAM

41

CoMMeNT fRoM HeADCOACH



2016~2017 TeAM SCHeDULe

1
RoUND

10월 29일 (토) 삼성생명 : 우리은행 용인 홈

11월 03일 (목) KEB하나은행 : 삼성생명 부천 원정

11월 07일 (월) KB스타즈 : 삼성생명 청주 원정

11월 11일 (금) 삼성생명 : KDB생명 용인 홈

11월 13일 (일) 신한은행 : 삼성생명 인천 원정

2
RoUND

11월 17일 (목) KDB생명 : 삼성생명 구리 원정

11월 19일 (토) 삼성생명 : KB스타즈 용인 홈

11월 23일 (수) 삼성생명 : KEB하나은행 용인 홈

11월 26일 (토) 우리은행 : 삼성생명 아산 원정

11월 28일 (월) 삼성생명 : 신한은행 용인 홈

3
RoUND

12월 03일 (토) 우리은행 : 삼성생명 아산 원정

12월 07일 (수) 삼성생명 : KDB생명 용인 홈

12월 11일 (일) KEB하나은행 : 삼성생명 부천 원정

12월 14일 (수) KB스타즈 : 삼성생명 청주 원정

12월 18일 (일) 삼성생명 : 신한은행 용인 홈

4
RoUND

12월 23일 (금) 삼성생명 : 우리은행 용인 홈

12월 26일 (월) 삼성생명 : KB스타즈 용인 홈

12월 29일 (목) 신한은행 : 삼성생명 인천 원정

01월 01일 (일) KDB생명 : 삼성생명 구리 원정

01월 06일 (금) 삼성생명 : KEB하나은행 용인 홈

5
RoUND

01월 09일 (월) 삼성생명 : KB스타즈 용인 홈

01월 19일 (목) KEB하나은행 : 삼성생명 부천 원정

01월 21일 (토) 삼성생명 : 신한은행 용인 홈

01월 25일 (수) 삼성생명 : KDB생명 용인 홈

01월 27일 (금) 우리은행 : 삼성생명 아산 원정

6
RoUND

02월 01일 (수) KDB생명 : 삼성생명 구리 원정

02월 04일 (토) 삼성생명 : KEB하나은행 용인 홈

02월 09일 (목) KB스타즈 : 삼성생명 청주 원정

02월 12일 (일) 신한은행 : 삼성생명 인천 원정

02월 15일 (수) 삼성생명 : 우리은행 용인 홈

7
RoUND

02월 18일 (토) KDB생명 : 삼성생명 구리 원정

02월 22일 (수) 삼성생명 : KB스타즈 용인 홈

02월 24일 (금) 신한은행 : 삼성생명 인천 원정

03월 01일 (수) 삼성생명 : KEB하나은행 용인 홈

03월 06일 (월) 우리은행 : 삼성생명 아산 원정

※ 경기시간_ 평일 19시, 주말 및 공휴일 17시 

※ 중계사정으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전력이 탄탄하다. 플레이오프는 무난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선이 빠졌지만, 외국인

선수를 상당히 잘 뽑았다. 토마스는 가드진의 취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다. 득점, 리바운드, 어

시스트 모두 뛰어나다. 하워드는 어떻게 활용하느

냐에 따라 지난 시즌(KB 소속)보다 나은 플레이를 

보일 것이다. 외국인선수들이 기동력이 있어 빠르

고 조직적인 농구를 보여줄 것이다. 국내선수 중

에선 박하나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고아라도 

성숙한 플레이가 기대된다.

COMMenT 해설위원이 전망하는 삼성생명

해설위원 박종천

[평점기준] 총 5점 만점 / 단위 : 0.5

수비

조직력

공격

외국인선수

공격 4.5

수비 4

조직력 4.5

외국인선수 4

식스맨 3

식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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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시즌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조직력을 많이 다졌다. 비

시즌에 부상 선수들이 많았지만, 어느 시즌보다 착실하게 

준비했다. 지난 시즌이 임근배 감독님의 농구를 알아가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적응을 해서 감독님이 추구하는 농구

에 맞춰가는 단계다. Q 주장으로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는 강계리 선수와 유승희 선수. 자신감 있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잘 될 거라 생각한

다. Q 외국인선수들과의 호흡은 두 선수 모두 상대편으로 

많이 막아봤다. 수비보단 공격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다. 작년에 같이 뛰었던 키아 스톡스가 수비형 외국인선수

였다면 엘리사 토마스와 나타샤 하워드는 공격적인 선수들

이다. 지난 시즌 우리가 득점력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오르

지 않을까 싶다. 또 좀 더 재밌는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

다. Q 감독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것

을 실수하고 넘어가면 강하게 얘기하신다. 약속된 플레이

나 해야 될 부분을 놓칠 때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부분은 

놓치더라도 농구의 기본인 리바운드, 박스아웃, 수비 등은 

항상 강조하신다. 공격에서는 한 명이 공을 오래가지고 있

는 것 보다 5명 전원이 모두 참여하는 걸 좋아하신다. Q 주

장으로서 생각하는 우리 팀 장점과 약점은 젊음이 바로 장

점이자 단점이다. 패기가 있고 분위기를 한 번 타면 쭉 올

라가지만 반대로 가라앉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간다. 업다

운이 심하다. Q 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위기메이커 역

할은 누가 하는지 다 같이 으샤으샤한다. 딱히 누구 하나를 

뽑기 어렵다. Q 새 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감독님이 

개막전 상대로 우리은행을 지목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

까 싶다.

주장 박태은

목표는 우승! 
재미있는 농구를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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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하 나 PARK HA NA GUARD

강 계 리 kang KYE RI GUARD

1

2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26:07 0.412 0.219 0.846 2.03 1.06 0.89 0.23 6.14
2014~2015 35 33:39 0.350 0.336 0.818 3.06 1.94 1.20 0.34 11.46
2015~2016 35 30:58 0.362 0.319 0.707 3.60 2.37 1.37 0.34 10.17

TOTAL 251 22:47 0.347 0.285 0.733 2.37 1.21 0.79 0.24 6.20
PLaYoffs 6 12:24 0.400 0.300 0.600 2.50 0.50 0.83 0.67 3.3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 1:01 0 0 0 0 0 0 0 0
2014~2015 1 2:35 0 0 0 1.00 0 0 0 0
2015~2016 21 8:17 0.412 0.185 0.333 0.86 0.67 0.38 0 1.48

TOTAL 23 7:43 0.389 0.179 0.333 0.83 0.61 0.35 0 1.35
PLaYoffs -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하니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여유있는 모습을 

닮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갈비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별명 계순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판단, 흐름 읽

기, 수비 / 이경은: 공격적인 면 좋아하는 음식 초콜릿, 치즈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영

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난다 추천 노래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시즌이 끝나고 웃는 얼굴

생년월일 1990.9.14.

신장/체중 176cm/66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동명초-숙명여중-숙명여고

드래프트 2009년 2순위

프로경력 8년

이적경력 2009 신세계-2014 삼성생명

생년월일 1993.11.4.

신장/체중 164cm/57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봉의초-봉의여중-춘천여고-한림성심대

드래프트 2014년 6순위

프로경력 3년

kangky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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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경 KIM HYEONG KYEONG GUARD

박 소 영 PARK SO YOUNG GUARD

3

4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 1:53 0 0 0 0.33 0 0 0 0
2014~2015 6 4:02 0.400 0 0 0.17 0.17 0.17 0 0.67
2015~2016 24 9:26 0.200 0.333 0 0.83 0.79 0.42 0.04 1.00

TOTAL 56 6:13 0.231 0.269 0.625 0.59 0.50 0.23 0.02 0.88
PLaYoffs 1 0:38 0 0 0 0 0 0 0 0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경형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리딩과 패스는 물

론 가드로서 모든 면에서 배울점이 많다 좋아하는 음식 아구찜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영화보거나 노래방 추천 노래 이승철의 아마추어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성실히 열심히 투지있는 모습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박쏘, 쏘쏘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농구스타일 

모두 배우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다 좋아한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친구 만나기 추천 

노래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팀 리딩과 수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우승, 우승

생년월일 1997.1.4.

신장/체중 164cm/60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수피아여중-수피아여고

드래프트 2016년 12순위

프로경력 1년

heyoung_g2

생년월일 1991.5.6.

신장/체중 170cm/65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가양초-중앙여중-대전여상

드래프트 2010년 3순위

프로경력 7년

ghdudlldh

sam
su

n
g LIFE bLu

Em
In

x b
Asketb

All teAM

45

Team Player



유 승 희 YOU SEUNG HEE GUARD

박 태 은 PARK TAE EUN GUARD

6

7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1 5:16 0.455 0.091 0 0.91 0.45 0.09 0.09 1.18
2014~2015 29 12:00 0.404 0.263 0.833 1.31 0.59 0.34 0.03 2.79
2015~2016 30 13:26 0.333 0.208 0.643 1.20 0.67 0.53 0.17 2.70

TOTAL 71 11:24 0.371 0.216 0.667 1.18 0.59 0.38 0.10 2.46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2 12:30 0.255 0.412 0.600 1.28 0.81 0.31 0.09 2.47
2014~2015 33 13:38 0.295 0.286 0.650 1.88 0.85 0.39 0.03 2.27
2015~2016 18 5:22 0.235 0.800 0.563 0.83 0.33 0.28 0.06 1.61

TOTAL 269 12:35 0.376 0.352 0.670 1.50 0.91 0.36 0.05 3.22
PLaYoffs 29 9:06 0.366 0.227 0.818 0.76 0.48 0.28 0.03 1.86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별명 쿠키 좋아하는 음식 고칼로리 음식 경기가 없는 날에

는 잠, 바깥 공기 쐬기 추천 노래 버벌진트의 좋아보여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하기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태식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나의 장난끼와 

까불거림을 다 받아주니 대단하신 거 같다. 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좋아하

는 음식 한식, 생선구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잠자기 추천 노래 에피톤 프로젝트의 모

든 노래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하체 근력

생년월일 1994.10.5.

신장/체중 175cm/63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전주풍남초-기전중-기전여고

드래프트 2013년 3순위

프로경력 4년

cookie_6

생년월일 1987.7.25.

신장/체중 170cm/57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인성초-인성여중-인성여고

드래프트 2006년 3순위

프로경력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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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희 진 CHOI HEE JIN FORWARD 

고 아 라 GO AH RA FORWARD 

9

1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7 16:12 0.537 0.250 0.833 1.93 0.37 0.26 0.04 4.00
2014~2015 27 12:06 0.538 0.250 0 0.93 0.15 0.30 0 2.07
2015~2016 28 9:44 0.400 0.238 0.500 1.00 0.07 0.29 0.04 2.36

TOTAL 204 9:33 0.465 0.279 0.652 0.96 0.17 0.17 0.03 2.50
PLaYoffs 10 2:42 0.143 0 0 0.04 0 0 0 0.2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20:59 0.427 0.284 0.769 2.17 1.34 1.06 0.03 5.23
2014~2015 33 24:35 0.421 0.192 0.513 3.36 1.15 1.12 0.24 5.09
2015~2016 35 34:44 0.332 0.263 0.656 4.97 2.20 1.26 0.29 7.91

TOTAL 290 20:53 0.409 0.254 0.646 3.08 1.18 0.81 0.22 5.41
PLaYoffs 8 18:38 0.217 0.227 0 2.00 0.38 0.88 0.25 3.13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중학교 1학년 별명 초이 좋아하는 음식 메밀 경기가 없는 날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 찾아다니기 추천 노래 소울스타의 비오는 거리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

비한 부분 정확한 슛과 수비, 조직력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꼭! 플레이

오프 진출과 챔프전 GO! 봄 농구 하고 싶다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알링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라면 경기가 없는 날에

는 자거나 먹는다 추천 노래 헤이즈의 돌아오지마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

분 여유로운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했고 수비에 많이 신경썼다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해서 감독님이 체육관 천장에 닿으실 때까지 헹가레 치기 

생년월일 1987.11.10.

신장/체중 180cm/67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원동초-수원제일중-수원여고

드래프트 2006년 6순위

프로경력 11년

이적경력 2006 신한은행-2014 삼성생명

생년월일 1988.9.23.

신장/체중 179cm/66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숭의초-숭의여중-숭의여고

드래프트 2007년 4순위

프로경력 10년

이적경력 2006 금호생명-2007 우리은행- 

2012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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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 영 YANG JI YOUNG FORWARD 

허 윤 자 HUR YOON JA CENTER

13

1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5 1:55 0.500 0.333 0 0.40 0 0.20 0 1.00
2014~2015 5 3:25 0 0 0 0.20 0 0.20 0 0
2015~2016 10 5:50 0.556 0.100 0.750 0.80 0.10 0.30 0 1.60

TOTAL 31 3:41 0.444 0.190 0.714 0.55 0.03 0.19 0 1.06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1 27:34 0.513 0 0.875 5.16 2.65 1.52 0.16 7.77
2014~2015 22 13:20 0.736 1.000 0.727 2.41 0.68 0.41 0.09 3.41
2015~2016 30 8:51 0.420 0 0.778 1.33 0.37 0.57 0.07 2.40

TOTAL 463 23:37 0.515 0.228 0.787 5.38 1.76 0.98 0.29 7.04
PLaYoffs 21 17:53 0.535 0.300 0.882 3.52 1.33 0.71 0.29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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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중학교 1학년 별명 스티치 좋아하는 음식 모든 음식(콩 빼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맛집 찾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수비 2016~2017시즌 꼭 이

루고 싶은 것 무조건 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별명 웅자, 자자 좋아하는 음식 음식은 다 좋아하고 잘 먹는다 경

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추천 노래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

비한 부분 부상 없이 시즌 마무리 하기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리 선

수들 부상없이 좋은 성적 내기

생년월일 1993.2.6.

신장/체중 181cm/68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운산초-숙명여중-숙명여고

드래프트 2012년 2순위

프로경력 5년

stich_jy

생년월일 1979.4.19.

신장/체중 183cm/68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선일초-선일여중-선일여고

드래프트 1998년 입단

프로경력 18년

이적경력 1998 신세계-2014 삼성생명

hyj1515



윤 예 빈 YOON YE BIN GUARD

배 혜 윤 BAE HYE YOON FORWARD

17

2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31:36 0.470 0 0.772 5.00 1.66 0.74 0.46 9.17
2014~2015 35 29:42 0.447 0 0.683 4.85 2.15 1.18 0.36 8.21
2015~2016 35 27:45 0.385 0 0.780 3.77 1.83 1.03 0.29 8.43

TOTAL 296 25:00 0.469 0 0.726 4.41 1.33 0.86 0.52 7.86
PLaYoffs 6 16:22 0.615 0 0.733 2.50 0.50 0.33 0.83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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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layer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치킨런 좋아하는 음식 고기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영화

보기 추천 노래 그레이&쌈디의 맘편히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시즌 내 

화려한 복귀!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더 이상 부상없이 꼭 데뷔전을 잘 

치뤄서 언니들과 함께 시즌 마무리 하기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좋아하는 음식 과일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시즌이 끝나고 후회가 남지 않는 것

생년월일 1997.4.16.

신장/체중 180cm/68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온양여중-온양여고

드래프트 2016년 1순위

프로경력 1년

yee__416

생년월일 1989.6.10.

신장/체중 183cm/75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숭의초-숭의여중-숭의여고

드래프트 2008년 5순위

프로경력 9년

이적경력 2007 신세계-2010 우리은행- 

2013 삼성생명

24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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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 름 HAN YEO REUM CENTER

김 한 별 KIM HAN BYUL GUARD/FORWARD

30

3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3 20:27 0.396 0.264 0.707 3.52 1.79 1.00 0.45 5.85
2014~2015 -  
2015~2016 22 12:08 0.426 0.167 1.000 2.18 1.55 0.45 0.09 3.09

TOTAL 154 22:44 0.483 0.259 0.702 4.79 2.12 1.24 0.41 8.68
PLaYoffs 16 29:04 0.506 0.269 0.769 5.94 2.69 1.25 0.50 14.88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중학교 3학년 별명 썸머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배혜윤. 자세, 스텝, 마인드를 

닮고 싶어서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영화 관람 추천 노래 charlie 

puth의 marvin gaye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자신 있게 나를 믿고 플레이

하는 것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실수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마무리하는 것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10살 때 별명 NINJA 좋아하는 음식 자장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잠잔다 추

천 노래 DRAKE의 ONE DACE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하루하루 좀 더 

나아지는 것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싶다

생년월일 1997.6.14.

신장/체중 190cm/86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분당경영고

드래프트 육성선수→2015년 입단

프로경력 1년

ansum_mer

생년월일 1986.11.21.

신장/체중 178cm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인디애나대

드래프트 2009년 입단

프로경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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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layer

엘리사 토마스 ALYSSA THOMAS FORWARD

나타샤 하워드 NATASHA HOWARD FORWARD

26

3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28 29:00 0.529 0 0.602 11.04 3.64 1.46 0.68 19.00

TOTAL 28 29:00 0.529 0 0.602 11.04 3.64 1.46 0.68 19.00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35 16.28 0.515 0 0.547 5.60 0.57 1.00 0.74 9.97

TOTAL 35 16.28 0.515 0 0.547 5.60 0.57 1.00 0.74 9.97
PLaYoffs -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5살 별명 AT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르브론 제임스 좋아하는 음식 파스타 경

기가 없는 날에는 영화 보기 추천 노래 비욘세의 노래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좋은 팀메이트가 되는 것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승리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10살 때 삼촌이 처음 가르쳐 준 걸 계기로 시작 별명 T, Tash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점프슛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생년월일 1992.4.12

신장/체중 188cm/84kg

출신학교 메릴랜드대학교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WKBL경력 1년

athimas_25

생년월일 1991.9.2.

신장/체중 190cm/72kg

출신학교 플로리다주립대

드래프트 2라운드 5순위

WKBL경력 1년



12

1 윤예빈 & 엘리사 토마스

임근배 감독 취임 후 삼성생명은 두 차례나 1순위 지명권을 가져갔다. 2015년 국내

선수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1순위로 온양여고 윤예빈을 지명했다. 장신가드 윤예빈

은 고교시절 청소년 대표팀에 뽑히며 잠재력을 인정받은 선수다. 다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데뷔전을 갖지 못했다. 임근배 감독은 “시즌 중반 복귀를 생각한

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도 웃었다. 1순위로 

엘리사 토마스(24, 188cm)를 선발했다. 이미 토마스의 실력은 KEB하나은행에서 뛴 

2014~2015시즌, 다방면에서 빛난 바 있다. 전 포지션에 걸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삼성생명에서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전 12연패 탈출

2015~2016시즌에 이룬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은행과의 악연을 

끊었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13

일, 우리은행 원정경기에서 69-63

으로 이기며 우리은행전 12연패 탈

출에 성공했다. 2014년 2월 이후 첫 

승리. 젊은 선수들에게는 큰 산을 넘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기

세를 탄 삼성생명은 외국인선수 제

도 도입 이래 최고 성적인 18승 17

패로 시즌을 마치며 새 시즌을 기약

할 수 있었다.

nUMBeR sToRY

숫자로 보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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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18

삼성생명 실점

지난 시즌 삼성생명은 63.5점만을 내주면서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실점은 2위지만, 

상대에 3점슛을 가장 적게(167개) 허용했고, 상대 3점슛성공률(28.3%)도 가장 낮았

다. 한 발 더 뛰는 수비가 큰 힘을 발휘했다. 새 시즌도 기본 컨셉트는 수비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2016~2017시즌, 수비만큼이나 공격에서도 진화된 경기를 보이겠다고 

했다. 과연 그 바람대로 ‘업그레이드’ 삼성생명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떠나는 레전드

2016~2017시즌 삼성생명 용인 홈 

개막전에서는 특별한 손님의 특별

한 행사가 있을 것이다. 바로 팀 레

전드 이미선의 은퇴식이다. 이미선

은 2016년 3월, 18년이라는 긴 현

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997년 

입단한 이미선은 WKBL 원년멤버

이기도 하다. 2016년 2월 27일에는 

단일팀 소속으로는 최초로 500경기 

출전을 달성했다. 팀 우승뿐 아니라 

스틸상 10회, 통산 최다스틸(1,107

개), 어시스트상 3회 등 숱한 대기록

을 남겼다. 올림픽도 세 차례 출전했

다.

nUMBeR sToRY

이미선

sam
su

n
g LIFE bLu

Em
In

x b
Asketb

All teAM

53



54

20
16

~2
01

7 
W

OM
EN

’S
 k

Or
Ea

N
 b

aS
kE

tb
al

l 
lE

ag
u

E

본격 훈련의 시작은 저메인 

버드와 함께하는 기술 

트레이닝이었다. 미국 D-리그 

코치로 활동했던 저메인 

버드를 초빙, 한 달간 훈련을 

함께했다. 버드 코치는 단순히 

드리블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드리블로 상대를 

속이는 기술, 이때 필요한 

시선 처리와 자세 등을 

세밀하게 지도했다.

팬들과의 만남, 사회공헌을 위한 

스킨십도 꾸준히 가져갔다.  

10월 4일 STC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사랑 나눔 농구교실’을 진행했다. 

2015년에 이어 2번째. 동방학교 

장애학생 30여명과 함께 

농구클리닉을 가졌다.  

특히 박하나는 ‘단발머리 누나’로 통한 

친절함만큼이나 미모로도  

한 인기를 누렸다는 후문.

삼성생명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아마추어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김도완(전 삼일중), 전병준(전 명지고) 코치를 

새로이 영입했다. 선수들의 기술발전이라는 

중책을 맡은 두 코치는 7월 아산서 열린 

박신자컵을 통해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OTO sToRY

우리의 여름은요!





www.sbirds.com

Shinhan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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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kEtBaLL tEam

| 구단 사무국 |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10 도원체육관

T. 032 773 4406 F. 032 761 4630

| 연습체육관 |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10 도원체육관

T. 032 882 7149 F. 032 761 4630

| 홈 경기장 |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10 도원체육관

T. 032 882 7149 F. 032 761 4630

경기장 좌석_ 총 3,500석

지하철_  1호선 도원역 1번출구(도원실내체육관 방향  

도보 5분 거리)

버  스_ 간선(10, 15, 21, 22, 28, 25) 도원고개(도원역) 하차

  간선(4, 6-1, 23, 41, 45, 46, 72, 112) 숭의로터리 

하차

| 입장권 안내 |

일반석_ 성인 5,000원│학생 3,000원 

무료입장_  경로(만 65세 이상), 미취학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매처_ 티켓링크

● 인천 
도원체육관 숭의로터리

도원역

독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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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HiSTORY

 발자취

신한은행은 2004년 6월 현대건설 농구단을 인수하였고, 3개월 뒤인 2004년 9월 신한은행 

에스버드여자농구단을 공식 창단하며 그 위대한 첫 발을 내디뎠다. 농구단 인수 후 불과 1

년 뒤인 2005년 9월 신한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2005년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에

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흥 명문구단으로 도약하였고, 2007년 겨울리그부터 2011~2012시

즌까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전무후무한 6년 연속 통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명실

공히 여자프로농구 최고 명문구단으로 거듭났고 ‘레알 신한’이라 불리우며 막강한 위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센터 하은주가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길어지고, 가드 최윤아를 비롯한 

핵심 멤버들이 잔부상에 시달리며 2012~2013시즌과 2013~2014시즌을 정규리그 2위라

는 성적에 만족해야만 했다.

2014년 4월, 연고지를 안산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고, 3백만 대도시의 인천에서 3년째를 맞

이하는 신한은행 에스버드여자농구단은 올시즌 ‘신한은 강하다! 에스버드여! V8의 꿈을 이

루어라!’라는 슬로건 아래 구단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8번째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힘찬 도전을 시작한다.

에스버드여자 농구단은 사천 전지훈련에서 흘린 뜨거운 땀방울, 대만 존스컵 대회 우승을 

통해 얻은 실전감각과 성취감, 그리고 일본 전지훈련 후에 한층 견고해진 체력과 기술력. 

이러한 모든 노력과 투지를 바탕으로 과거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최강 에스버드의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FUN한 농구, WIN하는 농구를 통해 여자농구

의 재미와 쾌감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TeAM 
STORY

 팀 소개

2004년 6월 현대건설 농구단 신한은행 인수

2004년 9월 신한은행 에스버드 여자농구단 창단   
연고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

2005년 9월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우승

2006년 3월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준우승

2006년 7월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2007년 4월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통합우승

2007년 8월 2007 한일 W-리그 챔피언십 우승

2008년 4월 우리 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2008년 9월 2008 한일 W-리그 챔피언십 우승

2009년 4월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2010년 4월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2011년 4월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2012년 3월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2013년 3월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준우승

2014년 3월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준우승

2014년 4월 연고지를 안산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

2015년 3월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준우승

2016년 3월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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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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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단비

f o R W a R D

9
곽주영

f o R W a R D

22
애덧 불각

C e N T e R

TeAM BeST 5
 베스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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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유니폼

MASCOT
 마스코트

마스코트 이름 : 퍼니(남), 위니(여)

퍼니_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진 ‘Fun’을 활용, ‘ 팬과 선수 모두가 즐거운 농구’의 의미

위니_ ‘이긴다’라는 뜻을 가진 ‘Win’을 활용,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승리한다는 

‘신한정신’을 강조한 캐릭터

퍼니(남)
‘즐거운’라는 뜻을 가진‘FUN’을 활용,

‘팬과 선수 모두가 즐거운 농구’의 의미를 담은 네이밍

‘이긴다’라는 뜻을 가진‘WIN’을 활용,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승리한다는“신한정신’을 강조한 네이밍

위니(여)

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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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팀명 연고지 코칭스태프

1998 라피도컵 여름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강인태 코치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진성호 감독 - 강인태 코치

한빛은행배 1999 여름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진성호 감독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진성호 감독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진성호 감독 - 한태희, 김광 코치

삼성생명 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한태희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청주 정덕화 감독 - 이영주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청주 정덕화 감독 - 이영주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청주 박종천 감독 - 이영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청주 이영주 감독대행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청주 이영주 감독대행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현대 하이페리온 청주 이영주 감독대행

KB스타배 2005 겨울리그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이영주 감독 - 전주원 코치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이영주 감독 - 위성우 코치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이영주 감독 - 위성우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이영주 감독 - 위성우 코치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이영주 감독 - 위성우 코치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임달식 감독 - 위성우 코치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임달식 감독 - 위성우 코치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임달식 감독 - 위성우 코치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임달식 감독 - 위성우 코치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임달식 감독 - 위성우, 전주원 코치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임달식 감독 - 양형석 코치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안산 임달식 감독 - 양형석, 김지윤 코치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인천 정인교 감독 - 전형수, 이민우 코치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에스버드 인천 정인교 감독 - 전형수, 이민우 코치

TeAM ReVieW

여자농구를 지배했던 신한은행에게는 아쉬움 가득한 시즌이었다. 1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2011~2012시즌

까지 6시즌 연속 통합우승 등의 위업을 달성했던 신한은행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없이 시즌을 마쳤다. 

이유 없는 부진은 없는 법. ‘신한 왕조’가 세워지는 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최윤아가 부상 탓에 코트를 오래 비

운 것이 치명적이었다. 김규희와 윤미지가 김단비를 도와 경기운영에 나섰지만 아직 역부족이었다. 승부처 실책에 

발목 잡히길 수 차례였다. 야심차게 영입한 빅맨 게이틀링도 ‘잡으면 한 골’이란 평가와 달리, 존재감이 미미했다. 슈

터 김연주와 센터 하은주마저 시즌아웃 당하면서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다. 부진의 정점은 1월 10일 삼성생명과의 

홈 경기. 전반 최소득점(14점), 최다점수차 패배(28점차)를 기록하며 팀 최다연패(6연패)에 빠졌던 것.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정인교 감독이 사퇴하는 강수를 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쉽게도 신한은행은 왕조의 한 챕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왕조’ 건립 당시 막내로서 활기를 더하던 김단비가 에

이스로 자리를 잡았다. 3경기 연속 20득점을 올리는 등 스타로서 기대감을 더해주었다. 시즌 후 신한은행은 대대적

인 변화를 겪었다. 하은주와 신정자가 은퇴하고, 신기성 감독과 정선민 코치가 새로 자리했다. 새 시즌 키워드는 명

예 회복. 확 젊어진 신한은행이 과연 인고의 시절을 잘 이겨내고 익숙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15~2016 ReVieW 지난 시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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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G Min FG% 3P% FT% RPG APG SPG BPG PPG

게이틀링 34 15:38 61.1 0 70.6 5.7 0.4 0.5 0.7 7.9

곽주영 31 22:37 35.6 25.0 66.7 3.9 0.9 0.7 0.3 4.9

김규희 22 31:45 38.2 35.4 61.5 2.6 2.3 1.5 0.2 6.0

김단비 35 36:00 37.1 29.9 63.8 4.5 3.6 1.8 0.7 12.3

김연주 10 11:35 23.3 22.2 100 1.2 0.3 0.2 0.2 2.4

박다정 16 10:48 15.6 11.5 85.7 1.8 0.4 0.3 0 1.4

박혜미 4 4:22 40 0 100 0.5 0 0.5 0 2.3

신재영 10 2:15 0 0 0 0.2 0.1 0 0 0

신정자 35 22:27 46.1 0 65.0 4.6 1.3 0.5 0.3 5.5

양인영 7 6:32 44.4 0 75.0 1.0 0.1 0 0.4 1.6

윤미지 34 24:34 30.8 28.4 86.4 1.8 1.0 0.8 0.1 5.8

이민지 20 14:38 27.8 23.8 76.2 2.2 1.1 0.5 0.2 2.6

최윤아 14 26:54 19.2 16.0 60 3.2 3.4 0.8 0.4 1.9

커   리 35 24:50 41.4 26.9 81.2 7.6 2.5 1.1 0.9 16.4

하은주 25 14:55 54.9 0 68.0 3.7 0.2 0.2 0.3 5.2

TEAM DATA 35 39.7 27.2 74.7 35.7 13.4 7.3 3.7 63.3

2015~2016 pLAYeR SUMMARY

pLAYeR MOVeMenT
IN OUT

- 신정자(은퇴), 하은주(은퇴)

2015~2016 LeADeR BOARD
구분 정규리그 평균 플레이오프 평균 챔피언결정전 평균

득점 커리(16.4)

리바운드 커리(7.6)

어시스트 김단비(3.6)

3점슛 김단비(1.6)

스틸 김단비(1.8)

블록슛 커리(0.9)

TeAM DATA
시즌/상대팀 KDB생명 삼성생명 KEB하나은행 KB스타즈 우리은행 시즌 전적

2013~2014 6승 1패 5승 2패 4승 3패 4승 3패 2승 5패 21승 14패

2014~2015 6승 1패 4승 3패 6승 1패 5승 2패 2승 5패 21승 14패

2015~2016 4승 3패 4승 3패 2승 5패 3승 4패 7패 13승 22패

최근 3시즌 상대팀간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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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infORMATiOn

구단주 조용병 사무국장 김동윤 사무차장 김용덕 운영팀장 최효정

단장 임영석 부단장 김희재

TeAM STAff
 팀 스태프

COACHing STAff
 코칭스태프

Shinhan Bank
S-BirdS womEn’S 
BaSkEtBaLL tEam

감독 신기성 매니저 이은희 통역 안지혜 통역 김인하

코치 정선민 코치 전형수 트레이너 박은경

매니저 이지현트레이너 김민지 트레이너 스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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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리빌딩 준비를 해왔다. 선수들 기

량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국내·외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

고 대만에서 열린 존스컵도 다녀왔다. 이런 점들이 선수들

에게 경험으로 다가 올 것이다. 시즌 중 힘든 시기가 있을 

때 넘어 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을 거라 생각한다. 여러

모로 괜찮았던 비시즌이었다. Q 이번 시즌 구상하는 팀 색

깔은 딱히 색깔을 보여주기 보단 강한 팀을 만들고 싶다. 

어느 상황에서든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팀 말이다. 아직 많

이 부족하다. 한 번에 이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 선수

들의 자신감과 어린선수들의 기량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시즌 안 좋았던 팀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다. 선수들이 

코트에 서면 활기차고 근성 있는 농구를 하기 바란다. Q 

팀 중심이 되어줄 선수는 곽주영 선수다. 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단비가 에이스 역할을 하지만 (곽)주영

이가 주장으로서 맡은 바도 있고,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

다. 첫 주장이라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한다. 처음엔 

하기 싫다고도 했는데 내가 맡아 달라고 밀어 붙인 점도 있

다.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 Q 외국인선수에게 거는 기대 

1라운드에 뽑은 선수가 부상으로 도중에 바뀌어 어려운 점

이 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공격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Q 올 시즌 우리 팀 라이벌은 누구 다 라이벌이다. 굳이 라

이벌을 뽑자면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부터 이

겨야 한다. Q 올 시즌 목표는 우리 경기를 보는 농구 팬들

이 “재밌다”며 박수를 보내는 팀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기

든 지든 팬들이 즐거워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 물론 감

독으로서 성적도 좋게 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Q 우승하

면 ◯◯◯◯을 하겠다! 팬들을 위한 공약 한 가지! 우승을 

한다면 농구를 알리기 위해 전국 마라톤을 하겠다.

감독 신기성

독특한 우승공약 
“전국 마라톤 뛰겠다”

CoMMeNT fRoM HeADCOACH

생년월일 1975년 4월 30일
출신교 송도고-고려대
주요경력 1998~2005 원주나래선수
 2005~2010 부산KT선수
 2010~2012 인천전자랜드 선수
 2012~2013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2013~2014 고려대 코치
 2014~2016.03  KEB하나 코치
 2016.4~현재 신한은행 감독

Sh
IN

h
AN

 BAN
k

 S-BIrdS w
om

en
’s b

Asketb
All teAm

63



2016~2017 TeAM SCHeDULe

1
RoUND

10월 31일 (월)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인천 홈

11월 04일 (금) KDB생명 : 신한은행 구리 원정

11월 06일 (일) 신한은행 : 우리은행 인천 홈

11월 10일 (목) KB스타즈 : 신한은행 청주 원정

11월 13일 (일) 신한은행 : 삼성생명 인천 홈

2
RoUND

11월 18일 (금)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부천 원정

11월 21일 (월) 신한은행 : KB스타즈 인천 홈

11월 24일 (목) 우리은행 : 신한은행 아산 원정

11월 28일 (월) 삼성생명 : 신한은행 용인 원정

12월 01일 (목) 신한은행 : KDB생명 인천 홈

3
RoUND

12월 05일 (월)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인천 홈

12월 09일 (금) 신한은행 : KB스타즈 인천 홈

12월 12일 (월) 신한은행 : KDB생명 인천 홈

12월 15일 (목) 우리은행 : 신한은행 아산 원정

12월 18일 (일) 삼성생명 : 신한은행 용인 원정

4
RoUND

12월 22일 (목)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부천 원정

12월 24일 (토) KB스타즈 : 신한은행 청주 원정

12월 29일 (목) 신한은행 : 삼성생명 인천 홈

12월 31일 (토) 신한은행 : 우리은행 인천 홈

01월 04일 (수) KDB생명 : 신한은행 구리 원정

5
RoUND

01월 07일 (토) 신한은행 : KDB생명 인천 홈

01월 12일 (목) 우리은행 : 신한은행 아산 원정

01월 21일 (토) 삼성생명 : 신한은행 용인 원정

01월 23일 (월)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인천 홈

01월 30일 (월) 신한은행 : KB스타즈 인천 홈

6
RoUND

02월 02일 (목)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부천 원정

02월 06일 (월) KB스타즈 : 신한은행 청주 원정

02월 10일 (금) KDB생명 : 신한은행 구리 원정

02월 12일 (일) 신한은행 : 삼성생명 인천 홈

02월 17일 (금) 신한은행 : 우리은행 인천 홈

7
RoUND

02월 20일 (월) 우리은행 : 신한은행 아산 원정

02월 24일 (금) 신한은행 : 삼성생명 인천 홈

02월 26일 (일) 신한은행 : KB스타즈 인천 홈

03월 02일 (목) 신한은행 : KDB생명 인천 홈

03월 04일 (토)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부천 원정

최윤아와 김규희 등의 부상으로 시즌 초반 제 실

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외국인선수 부상

과 신정자·하은주 은퇴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공백을 국내선수들이 잘 메워줘야 한다. 김단비

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대표팀을 뛰면

서 성장한 모습이 눈에 띈다. 골밑에서는 곽주영

이 분발해줘야 한다. 신기성 감독이 첫 시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고비를 어떻게 극복

하느냐가 관건이다.

COMMenT 해설위원이 전망하는 신한은행

해설위원 정은순

공격 2.5

수비 3.5

조직력 3

외국인선수 2.5

식스맨 2.5

TeaM infORMATiOn

[평점기준] 총 5점 만점 / 단위 : 0.5

수비

조직력

공격

외국인선수

식스맨

※ 경기시간_ 평일 19시, 주말 및 공휴일 17시 

※ 중계사정으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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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시즌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열심히 잘 준비했다. 작년

과는 스케줄이나 운동 스타일이 달랐다. 선수들이 조금은 

적응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다들 준비를 잘 마친 것 

같다. Q 주장으로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는 양인영이 고

생을 많이 했다. 자기가 가진 기량을 잘 써먹기만 한다면 

잘 될 것 같다.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선 마치 예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더 신경 쓰인다. (양)인영이와 같

이 뛰면 편하다. 나 혼자 농구를 다 할 순 없다. 인영이가 

좀 더 올라와서 내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웃음). Q 외

국인선수들과의 호흡은 차차 알아가는 단계라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외국인선수들은 1주차, 2주차 때 운동

하는 게 다르다. 시즌 들어가면 또 다르다. 연습경기를 통

해 알아가야할 것 같다. 그래도 잘 할 거라 생각한다. Q 플

레이에 있어 감독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빠른 

농구를 강조하신다. 또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라고 하신

다. 안 되는 부분은 다그치고 안아주면서 하라고 주문을 많

이 하신다. 후배들이 하기 전에 나를 포함한 선배들이 솔선

수범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야 밑에 애들도 잘 따라온다고 

하신다. 내 생각도 그렇다. Q 주장으로서 생각하는 우리 팀 

장점과 약점은 선수들이 팀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선수단 

분위기도 좋다. 다만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아 아직은 

서툴고 미숙하다. 과거와 달리 승리에 대한 경험이 적은 선

수들이 많다는 것도 약점이다. Q 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위기메이커 역할은 누가 하는지 고참급 선수들 중엔 (윤)

미지, (김)단비. 어린 선수들 중엔 (김)아름이와 (양)인영이가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한다. 특히 아름이는 엉뚱한 면이 있

다. 인영이가 그걸 또 잘 받아주면서 장난을 친다. Q 새 시

즌 목표는 예전의 강한 신한은행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게 목

표다. 새 시즌엔 챔피언결정전까지 가고 싶다.

주장 곽주영

강팀의 모습  
되찾고 싶다

VoICe fRoM TeaM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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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박따찌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연주. 후배들에게 잘 

안되는 것이나 몰랐던 부분을 잘 설명해준다 좋아하는 음식 게장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영화 보기 추천 노래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기

본적인 수비와 리바운드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별명 구리, 멍규희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최윤아. 옆에서 보고 배

운 게 많아서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추천 

노래 좋아하는 가수가 없음. 노래도 딱히…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수술

한 발목 재활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나만의 색깔 찾기

생년월일 1993.9.11.

신장/체중 173cm/61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송현초-인성여중-인성여고

드래프트 2012년 1순위

프로경력 5년

이적경력 2012 삼성생명-2013 신한은행

dj_no1

생년월일 1992.3.11.

신장/체중 171cm/60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강서초-청주여중-청주여고

드래프트 2011년 5순위

프로경력 6년

박 다 정 PARK DA JEONG GUARD

김 규 희 KIM GYU HEE GUARD

1

2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 01:41 0 0 0 0 0 0 0 0
2014~2015 12 07:29 0.417 0.353 1.000 0.92 0.08 0 0 2.50 
2015~2016 16 10:48 0.211 0.115 0.857 1.75 0.44 0.31 0 1.44 

TOTAL 52 07:10 0.333 0.155 0.765 1.00 0.23 0.17 0 1.54
PLaYoffs 3 00:56 0 0 0 0 0 0 0 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4 24:18 0.430 0.383 0.708 2.12 2.03 1.29 0.09 4.71
2014~2015 32 21:16 0.296 0.192 0.409 1.78 1.94 0.91 0.06 2.72  
2015~2016 22 31:45 0.414 0.354 0.615 2.59 2.27 1.50 0.18 6.05 

TOTAL 148 19:01 0.404 0.302 0.579 1.84 1.60 0.97 0.08 3.65
PLaYoffs 17 10:58 0.444 0.429 0.474 0.71 0.82 0.65 0.06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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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이만지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이경은. 플레이

를 닮고 싶어서 좋아하는 음식 한식, 피자, 파스타 추천 노래 어반자카파의 모든 노래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빠른 트렌지션과 무빙 오펜스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것과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것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완소가드, 햄토리 좋아하는 음식 엄마가 해주는 음식

은 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그냥 푹 쉰다 추천 노래 god의 촛불하나 2016~2017시

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마지막 경기에서도 코트에 서 있고 싶다

생년월일 1995.3.19.

신장/체중 173cm/58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선일초-선일여중-분당경영고

드래프트 2015년 8순위

프로경력 1년

yg8921

생년월일 1985.10.24.

신장/체중 168cm/60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서대전초-중앙여중-대전여상- 

한남대-한남대학원 재학중

드래프트 2004년 3순위

프로경력 13년

이 민 지 LEE MIN JI GUARD

최 윤 아 CHOI YOuN Ah GUARD

3

4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20 14:38 0.303 0.238 0.762 2.2 1.1 0.5 0.2 2.55

TOTAL 20 14:38 0.303 0.238 0.762 2.2 1.1 0.5 0.2 2.55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3 30:56 0.489 0.273 0.863 5.06 5.39 1.58 0.09 6.03
2014~2015 24 32:22 0.482 0.174 0.873 5.13 3.63 1.25 0.17 6.42  
2015~2016 14 26:54 0.222 0.160 0.600 3.21 3.36 0.79 0.36 1.93 

TOTAL 362 26:53 0.473 0.295 0.812 4.19 3.99 1.17 0.15 6.79
PLaYoffs 64 29:49 0.478 0.292 0.787 4.05 4.27 1.28 0.17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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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10세(초3 겨울방학) 별명 연쭈쭈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전주원. 우승하고 은

퇴하신 게 멋져서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한가로운 시간 갖

기 추천 노래 김동률의 MELODY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재활. 건강한 몸 

상태로의 복귀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시즌 전 경기 출전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때 덩치 크고 키 커서 별명 아름찡, 꼴통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

연주. 운동할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좋아하는 음식 고기, 짬

뽕, 피자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잠자기, 수다 떨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수비, 빠른 농구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정규리그 뛰기

생년월일 1986.4.18.

신장/체중 178cm/67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선일초-선일여중-선일여고- 

서울문화예술대 재학중

드래프트 2005년 2순위

프로경력 12년

생년월일 1994.3.16.

신장/체중 173cm/68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전주풍남초-기전중-기전여고- 

전주비전대

드래프트 2015년 9순위

프로경력 2년

김 연 주 KIM YouN Joo GUARD

김 아 름 KIM AH REUM FORWARD  

5

6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17:16 0.250 0.302 0.500 1.20 0.46 0.63 0.09 4.66
2014~2015 34 17:01 0.370 0.256 0 1.24 0.76 0.44 0.18 3.24  
2015~2016 10 11:35 0.333 0.222 1.000 1.20 0.30 0.20 0.20 2.40 

TOTAL 283 15:48 0.465 0.316 0.759 1.65 0.63 0.55 0.20 4.38
PLaYoffs 42 11:39 0.545 0.358 0.500 1.24 0.24 0.19 0.05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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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별명 미질링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초등학교 때

부터 팬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경기가 없는 날에는 먹방 찍기 추천 노래 한동근

의 그대라는 사치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가드 포지션에 대한 훈련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이기는 농구를 보여드리는 것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쿠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규희. 열심히 하는 모습과 

수비력을 닮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라면 경기가 없는 날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보낸다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정규리그 출전

생년월일 1988.8.27.

신장/체중 170cm/58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성남제2초-은광여중-은광여고-수원대

드래프트 2010년 입단

프로경력 6년

mijilling

생년월일 1997.4.25.

신장/체중 172cm/59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서초초-숙명여중-삼천포여고

드래프트 2015년 14순위

프로경력 1년

70425

윤 미 지 YOON MI JI GUARD

구 민 정 KOO MIN JUNG FORWARD  

7

8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2 06:10 0.300 0 1.000 0.92 0.33 0.08 0.17 0.67
2014~2015 25 09:34 0.235 0.273 0.667 0.84 0.52 0.24 0 1.56  
2015~2016 34 24:34 0.344 0.284 0.864 1.82 0.97 0.82 0.12 5.79 

TOTAL 139 12:11 0.393 0.257 0.788 1.01 0.62 0.347 0.04 2.67
PLaYoffs 8 02:15 1.000 1.000 0.500 0.38 0 0.13 0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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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12살 별명 쭈디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추천 노래 

에일리의 HIGHER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수비 2016~2017시즌 꼭 이

루고 싶은 것 부상없이 시즌 마무리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중학교 1학년 별명 이뇽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곽주영. 농구나 생활면에

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 좋아하는 음식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집에서 쉬는 편이다 추천 노래 박효신의 모든 노래가 다 좋다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자세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

생년월일 1984.8.21.

신장/체중 185cm/89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삼천포초-삼천포여중-삼천포여고- 

명지대-용인대학원 재학 중

드래프트 2003년 1순위

프로경력 14년

이적경력 2003 금호생명-2004 KB 국민은행- 

2011 KDB생명-2013 신한은행

생년월일 1995. 3.13.

신장/체중 184cm/73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대만홍전초-숙명여중-숙명여고

드래프트 2013년 5순위

프로경력 4년

곽 주 영 KWAK JOO YEONG FORWARD  

양 인 영 YANG IN YOUNG FORWARD  

9

1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29:04 0.399 0.571 0.833 4.37 1.60 0.71 0.37 8.31
2014~2015 35 29:01 0.417 0.231 0.643 4.80 1.71 0.63 0.49 7.89  
2015~2016 31 22:37 0.361 0.250 0.667 3.87 0.94 0.74 0.29 4.90 

TOTAL 417 22:31 0.406 0.256 0.750 3.38 0.83 0.49 0.39 6.37
PLaYoffs 41 21:56 0.404 0.230 0.708 2.54 0.66 0.44 0.39 4.61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5 03:43 0.571 0 0 1.40 0.40 0 0.20 1.60
2014~2015 9 04:15 0.333 0 0.600 1.78 0.11 0.44 0.11 1.56 
2015~2016 7 06:32 0.444 0 0.750 1.00 0.14 0 0.43 1.57 

TOTAL 21 04:53 0.429 0 0.643 1.43 0.19 0.19 0.24 1.57
PLaYoffs 1 04:05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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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제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변연하. 슛타임이 빠르고 

정확해서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잔다 추천 노래 어반자카파의 니

가 싫어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체력 올리기 2016~2017시즌 꼭 이루

고 싶은 것 모든 선수가 큰 부상없이 시즌을 치렀으면 좋겠다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때 별명 디비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전주원, 정선민, 박정은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경기가 없는 날에는 다음 경기 위해 체력 보충, 맛집 탐방 추천 

노래 임창정의 나란놈이란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공격력 2016~2017

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신한은행이 다시 강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생년월일 1992.11.2.

신장/체중 172cm/58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선일초-Tilliwm Middle School- 

Humbolat State Univ

드래프트 2015년 5순위 

프로경력 1년

생년월일 1990.2.7.

신장/체중 178cm/73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산곡북초-부일여중-명신여고- 

동서울대 재학중

드래프트 2008년 2순위

프로경력 9년

kimdb_13

신 재 영 SHIN JAE YOUNG GUARD

김 단 비 KIM DAN BI FORWARD  

11

1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10 02:15 0 0 0 0.20 0.10 0 0 0 

TOTAL 10 02:15 0 0 0 0.20 0.10 0 0 0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3 32:07 0.392 0.318 0.722 4.70 2.52 0.85 0.73 10.36
2014~2015 35 35:49 0.406 0.314 0.780 6.63 2.94 1.20 1.11 13.37  
2015~2016 35 36:00 0.421 0.299 0.638 4.49 3.60 1.80 0.74 12.26 

TOTAL 278 29:00 0.432 0.308 0.778 4.67 2.63 1.02 0.87 10.93
PLaYoffs 32 29:47 0.486 0.314 0.813 4.72 2.63 1.25 1.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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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중학교 입학할 때 감독님의 권유로 별명 여니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연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닮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푸딩, 고기 경기가 없는 날에는 

침대에 누워 티비 보기 추천 노래 원 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2016~2017시즌 꼭 이

루고 싶은 것 퓨처스리그 출전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중학교 1학년 별명 혜미박, 박캠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단비. 농구를 잘해

서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못잤던 잠을 자면서 쉬거나 해야할 일

하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3번, 4번 포지션에 따른 역할 2016~2017

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 진출

생년월일 1996.5.23.

신장/체중 187cm/89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불광초-선일여중-선일여고

드래프트 2015년 4순위

프로경력 2년

생년월일 1995.4.13.

신장/체중 182cm/73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금곡초-숙명여중-숙명여고

드래프트 2014년 3순위

프로경력 2년

김 연 희 KIM YEON HEE CENTER

박 혜 미 PARK HYE MI FORWARD  

15

17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 04:43 0.333 0 0 1.00 0.33 0 0.33 0.67
2014~2015 5 03:02 0.222 0.500 0 1.20 0 0 0.20 1.40  
2015~2016 4 04:22 0.500 0 1.000 0.50 0 0.50 0 2.25 

TOTAL 12 03:54 0.350 0.200 1.000 0.92 0.08 0.17 0.17 1.50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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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15살 별명 tama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아빠. 타고난 파이터인데다가 지금까

지 “NO”라고 하신적이 없어서 좋아하는 음식 해산물 음식 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넷

플릭스 영화 보거나 쉬기 추천 노래 SG LEWIS의 ALL NIGHT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풋워크와 테크닉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챔피언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15살 별명 Dutty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엄마.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다. 특

히 내가 강해지는 법 좋아하는 음식 과일, 연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쉬거나 돌아다니

기 추천 노래 THE WEEKEND의 모든 노래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리바

운드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챔피언

생년월일 1993.6.12.

신장/체중 186cm/82kg

출신학교 서던캘리포니아대

드래프트 교체 선수

WKBL경력 신입

Alexyz Vaioletama

생년월일 1992.12.20.

신장/체중 193cm/71kg

출신학교 플로리다대

드래프트 2라운드 3순위

WKBL경력 신입

aye-bee2

알렉시즈 바이올레타마 ALEXYZ VAIOLETAMA FORWARD

애 덧 불 각 ADUT BULGAK CENTER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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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무후무한 6년 연속 통합우승

신한은행은 2011~2012시즌까지 6시즌 연속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정규

리그-챔피언결정전 통합우승을 거머쥐었다. ‘SKY’ 하은주, ‘여제’ 정선민, 국가대표 포

인트가드 전주원 등 화려한 멤버를 앞세워 대기록을 세웠다. 최윤아와 김연주, 김단비 

등도 언니들로부터 바통을 물려받아 통합 6연패에 힘을 실었다. 6년 연속 정상을 지

키는 동안 신한은행은 7번이나 10연승 이상을 기록했고, 2008~2009시즌 막판부터 

2009~2010시즌 초반까지 23연승을 달리기도 했다. 2016~2017시즌 신한은행에

서 6연패를 함께 경험한 선수는 단 5명(최윤아, 김연주, 김단비, 윤미지, 김규희) 남아

있다.

해결사 김단비

어느 팀이든 ‘승리 공식’ 하나씩은 갖고 있다. 그 중 ‘에이스’의 활약은 가장 확실한 ‘승

리 공식’일 것이다. 신한은행은 김단비가 그 공식의 중심에 있다. 바로 ‘김단비 20득점

=승리’다. 지난 시즌 김단비가 20점을 올린 경기에서 신한은행은 5승 1패를 기록했

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KEB하나은행 원정경기에서 22점을 기록했지만 패한 기록을 

제외하면 늘 김단비의 20득점은 기분좋은 승리 징조처럼 받아들여졌다. 2015년 11

월 21일, KB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연장전에만 6득점을 몰아치면서 승리(74-71)

를 주도했다. 이날 기록도 21점(3점슛 5개)이었다. 또한 12월에는 3경기 연속 20+득

점을 올리면서 신한은행의 4연승을 이끌었다. 김단비 공식은 하나 더 있다. 잦진 않지

만 ‘더블더블=승리’다. 이 기록은 2013~2014시즌부터 지속됐다. 2016~2017시즌

에도 신한은행의 에이스로 활약할 김단비의 이 승리 공식이 이어질지 기대된다.

74

20
16

~2
01

7 
W

OM
EN

’S
 k

Or
Ea

N
 b

aS
kE

tb
al

l 
lE

ag
u

E

nUMBeR sToRY

숫자로 보는 신한은행



11

21

11년만의 PO 탈락, 이제 다시 시작

늘 승리와 함께 했던 ‘명가’ 신한은행에게는 어

색한 3월이었다. 신한은행은 13승 22패, 5위로 

시즌을 마쳤다.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건 

11년 만에 처음.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에 못 

올랐던 건 창단 이듬해인 2005년 3월 겨울리그

로, 최윤아가 막내였다. 절치부심한 신한은행은 

신기성 신임 감독과 함께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

다. 우승멤버였던 정선민 코치도 ‘우승 DNA 이

식’이란 중책을 맡았다. 보다 젊어진 신한은행

은 여름 내내 패배 의식을 버리고,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려왔다. 

존스컵 뒤집기

대만에서 열린 제38회 윌리엄존스컵 일본전은 신한은행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신한은행은 57-56, 짜릿한 역전승

을 거두었다. 4쿼터 시작 당시 33-54까지 밀렸던 경기를 뒤집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4쿼터에 일본을 단 2점으로 묶는 동시에 24점을 몰아치며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역

전승을 일구었다. 김단비가 13득점 9리바운드 4블록을 기록했다. 이 승리를 발판 삼

아 신한은행은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다. 오랜만에 맛보는 우승의 기쁨이었다.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린 김단비는 존스컵을 통해 시즌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정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우승을 거머쥔 순간에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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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성 감독과  

정선민-전형수 코치 체제로 

개편된 신한은행의 첫 

행선지는 삼천포였다.  

농구에 앞서 체력부터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다. 악명 

높은 365계단을 비롯하여 

5월 15일부터 13박 14일 

동안 다양한 체력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체력을 키웠다.

봉사도 농구로!  

8월에는 다문화가정 유소년 

농구단, <글로벌 프렌즈>를 

초청,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이 

농구클리닉을 갖기도 했다.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의 고단함을 

잊고, 마음을 새로이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

선수들은 새 시즌 명예회복을 

위해 여름내내 땀 흘렸다. 대만 

존스컵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각오를 

새로이 했다. 그 중간에는 스킬 

트레이닝과 연습경기도 이어졌다. 

새로이 주장이 된 곽주영은 

최윤아, 김단비와 함께 젊어진 

신한은행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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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여름은요!





wibee.wooribank.com/basketball/main/main.php

aSan woori Bank  
wiBEE womEn’S  
Pro BaSkEtBaLL CLuB

| 구단 사무국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15층

T. 02 2002 4193, 5812      F. 02 2002 5714

| 연습체육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34길 12

T. 02 915 0094 F. 02 916 1828

| 홈 경기장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풍기동)  

이순신 빙상장·체육관

T. 041 537 3771 경기장 좌석_ 3,200석

버스_ 101, 170, 171, 172, 990, 991

| 입장권 안내 |

일반석_  6,000원│초·중·고등학생 3,000원  

아산시민 3,000원

무료입장_  미취학아동,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휴가증이나 외박증을 소지한 

국군장병 본인)

예매처_ 인터파크

● 이순신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이순신
종합운동장

아산경찰서



aSan woori Bank  
wiBEE womEn’S  
Pro BaSkEtBaLL CLuB



TeaM infORMATiOn

TeAM 
HiSTORY

 발자취

우리은행 위비 여자프로농구단은 1958년 창단한 현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농구팀으로 

5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구단이다. 여자농구가 걸음마 단계였던 1964년에 우

리은행 여자농구단은 단일팀으로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세계 8위라는 성적

을 거두며 한국 여자농구 전성기를 활짝 열었다. 

또한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소속이었던 박신자, 김명자, 김추자를 주축으로 한 여자농구 대

표팀은 1967년 4월 체코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이

라는 깜짝 성적을 거두며 한국여자농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다. 80년대 과도기를 거쳐 

WKBL 출범 후에는 8회 챔프전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최다 우승팀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

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은행 위비 여자프로농구단은 이제 한국 여자농구 전통의 명가로서 지난 50여 년을 잘 

아끼고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50년도 빛나는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이번 시즌에도 최선

을 다하겠다. 

또한 WKBL의 규정 준수와 선수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멋지고 박진감 넘치는 경

기를 통해 팬들에게 박수 받는 구단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 육성

을 통해 한국 여자농구 발전에도 기여해 갈 것이다.

TeAM 
STORY

 팀 소개

1958년 4월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여자농구단 창단

1964년 4월 페루 세계선수권대회 단일팀 출전

1999년 3월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정규리그 우승, 챔프전 준우승

2001년 2월 삼성생명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챔프전 준우승

2003년 3월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통합우승

2003년 9월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챔프전 우승

2005년 3월 KB스타배 2005 겨울리그 통합우승

2005년 9월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정규리그 우승, 챔프전 준우승

2006년 3월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통합우승

2008년 4월 농구단 창단 50주년

2013년 3월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2013년 4월 2013 Asia W-Championship대회 우승

2014년 3월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2015년 3월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2016년 3월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통합우승

우리은행, 강원도 춘천에서 충청남도 아산으로 연고지 변경

우리은행, 한새 여자프로농구단에서 위비 여자프로농구단으로 팀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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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은혜

g U a R D

7
박혜진

g U a R D

11
임영희

f o R W a R D

1
양지희

C e N T e R

35
존쿠엘 존스

C e N T e R

TeAM BeST 5
 베스트 5

TeaM infORMATiOn

UnifORM
 유니폼

MASCOT
 마스코트

우리은행 위비 여자프로농구단의 마스코트 ‘위비’는 우리은행 모바일은행 ‘위비뱅크’의 ‘위

비’ 캐릭터를 바탕으로 스포츠의 민첩함과 역동성을 부여하여 우리은행 위비 여자프로농구

단의 캐릭터로 형상화 하였다. “불꽃처럼 날아서 쏜다”를 콘셉트로 무장한 ‘위비’는 활기차

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우리은행 위비 여자프로농구단을 상징

하고 있다.

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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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infORMATiOn

시즌 팀명 연고지 코칭스태프

1998 라피도컵 여름리그 한빛은행 한새 유수종 감독 - 박명수 코치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한빛은행 한새 유수종 감독 - 박명수 코치

한빛은행배 1999 여름리그 한빛은행 한새 유수종 감독 - 박명수 코치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한빛은행 한새 유수종 감독 - 박명수 코치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한빛은행 한새 유수종 감독 - 박명수 코치

삼성생명 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한빛은행 한새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한빛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한빛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KB스타배 2005 겨울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명수 감독 - 김영주 코치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건연 감독 - 조혜진 코치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박건연 감독 - 조혜진 코치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정태균 감독 - 조혜진 코치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정태균 감독 - 조혜진 코치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김광은 감독 - 조혜진 코치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위성우 감독 - 전주원, 박성배 코치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위성우 감독 - 전주원, 박성배 코치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위성우 감독 - 전주원, 박성배 코치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한새 춘천 위성우 감독 - 전주원, 박성배 코치

TeAM ReVieW

우리은행은 위성우 감독을 비롯해 전주원 코치, 임영희, 양지희, 박혜진 등이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며 서로 호흡을 맞

출 시간이 부족했다. 슈터형 외국인선수 쉐키나 스트릭렌이 합류하면서 골밑 약점도 불안요소로 거론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에게 이러한 불안요소는 그저 기우일 뿐이었다. 시즌 개막과 함께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11연승을 달리

는 등 또 한 번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걱정됐던 스트릭렌의 수비 약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스트릭렌은 센터 

역할까지 소화했고, 폭발적인 득점으로 팀을 이끌었다. 임영희와 박혜진의 외곽 득점이 불을 뿜은 가운데, 양지희도 

골밑에서 궂은일을 책임졌다. 가드진에선 이은혜가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감을 더해줬다. 그 결과 우리은

행은 28승 7패로 정규리그 4연패에 성공했다. 양지희는 정규리그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챔프전에 직행한 

우리은행의 상대는 KEB하나은행이었다. 경험과 조직력에서 앞선 우리은행은 평균 15.7점차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으

로 한 번도 지지 않은 채 시리즈를 3-0으로 끝냈다. 4년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한 것이다. 박혜진도 2년 연속 챔프전 

MVP에 선정됐다. 매년 집중 견제를 받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은행은 변함없는 강력함을 자랑했다. 이기는 법을 터득

했다는 평가였다. 9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은행은 새 연고지 아산에서 역대 최강팀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2015~2016 ReVieW 지난 시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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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infORMATiOn

선수 G MPG FG% 3P% FT% RPG APG SPG BPG PPG

굿   렛 35 16:06 56.2 0 61.5 5.8 0.3 0.4 0.7 6.9

김단비 33 10:46 39.0 34.7 66.7 1.3 0.2 0.2 0.1 3.2

박언주 7 7:48 0 0 0 1.1 0.1 0 0 0

박혜진 35 37:05 35.2 30.6 93.2 5.9 3.0 1.4 0.3 10.1

스트릭렌 35 24:06 46.8 35.2 87.3 6.8 0.8 1.3 0.7 18.3

양지희 35 31:47 42.5 0 82.3 6.1 2.7 1.0 1.4 10.3

이선영 7 2:27 16.7 0 0 0.1 0 0 0 0.3

이승아 35 19:24 36.8 30.8 63.6 3.1 2.2 0.8 0.2 3.8

이윤정 3 2:00 0 0 0 0.3 0 0 0 0

이은혜 35 26:42 26.4 18.1 75.0 2.7 3.3 1.5 0 3.4

임영희 33 33:47 46.0 37.5 75.0 4.1 3.2 0.9 0.3 13.4

최은실 8 8:32 26.3 0 0 2.5 0.6 0.1 0.1 1.3

TEAM DATA 35 42.0 31.5 79.2 36.4 15.7 7.5 3.5 68.9

2015~2016 pLAYeR SUMMARY

pLAYeR MOVeMenT
IN OUT

홍보람(트레이드) 이승아(임의탈퇴), 박언주(트레이드), 최예인(웨이버), 이나현(웨이버)

2015~2016 LeADeR BOARD
구분 정규리그 평균 플레이오프 평균 챔피언결정전 평균

득점 스트릭렌(18.3) 스트릭렌, 박혜진(14.3)

리바운드 스트릭렌(6.8) 스트릭렌(7.3)

어시스트 이은혜(3.3) 임영희(5)

3점슛 스트릭렌(2.1) 박혜진(2.6)

스틸 이은혜(1.5) 박혜진(2.3)

블록슛 양지희(1.4) 굿렛(1.3)

TeAM DATA
시즌/상대팀 KB스타즈 KDB생명 삼성생명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시즌 전적

2013~2014 4승 3패 6승 1패 5승 2패 5승 2패 5승 2패 25승 10패

2014~2015 4승 3패 7승 7승 4승 3패 6승 1패 28승 7패

2015~2016 5승 2패 7승 5승 2패 7승 4승 3패 28승 7패

최근 3시즌 상대팀간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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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infORMATiOn

구단주 이광구 사무국장 정장훈 사무차장 박준태

단장 장안호 부단장 박정호 부장 이시영

TeAM STAff
 팀 스태프

COACHing STAff
 코칭스태프

aSan woori Bank 
wiBEE womEn’S Pro 
BaSkEtBaLL CLuB

감독 위성우 매니저 장민지 매니저 조은정 통역 유미예

코치 전주원 코치 박성배

트레이너 함아름트레이너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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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체력훈련을 줄이고, 개인훈련을 

늘렸다. 이번 시즌은 선수들의 개인기량 발전에 초점을 두

었다. Q 이번 시즌 구상하는 팀 색깔은 멤버 구성에 큰 차

이가 없다 보니 팀 색깔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추세에 맞

게 빠른 공수전환이 바탕이 되는 농구를 할 생각이다. Q 

팀 중심이 되어줄 선수는 임영희, 양지희, 박혜진이 중심이

다. 임영희는 최고참이지만 늘 솔선수범을 한다. 양지희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박혜진도 매년 성장

하고 있다. Q 외국인선수에게 거는 기대 모니크 커리는 우

리나라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한국농구 스타일을 잘 알

고 있다. 공격과 수비 모두 기대만큼은 할 거라 생각한다. 

존쿠엘 존스는 한국이 처음이다. 존스에게 기대를 걸고 있

다. 신장도 크고, 기동력도 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팀 

스타일에 적응하느냐다. Q 여름동안 가장 성장한 선수가 

있다면 최은실과 김단비가 정말 열심히 했다. 박신자컵 서

머리그부터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Q 이승아의 공백은 어

떻게 이은혜가 많이 뛰어야 할 것이다. 박혜진도 포인트가

드를 소화할 상황이 올 것이다. 아무래도 공백이 있긴 있

을 것이다. 다른 선수들이 한 발 더 뛴다는 생각으로 열심

히 뛰어주길 바란다. Q 올 시즌 목표는 최선을 다해 챔피

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번 시즌은 식스맨들이 성장해

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혔으면 한다. Q 올 시즌 우리 팀 

라이벌은 누구 이미선이 은퇴하긴 했지만, 삼성생명이 강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자농구에서 외국인선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토마스라는 좋은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좋

은 전력을 자랑할 것이라 본다. Q 우승하면 ◯◯◯◯을 하

겠다! 팬들을 위한 공약 한 가지! 난 늘 우승을 하면 퍼포먼

스를 보이지 않았나(웃음).

감독 위성우

목표는 여전히 우승…  
젊은 선수들 성장도 기대

CoMMeNT fRoM HeADCOACH

생년월일 1971년 6월 21일

출신교 부산중앙고-단국대

주요경력 2001~2003 동양오리온스 선수

 2003~2005 모비스 선수

 2005~2012 신한은행 코치

 2012~현재 우리은행 감독

ASAN
 W

OORI BAN
k

 W
IBEE w

om
en

’s PRo b
Asketb

All ClU
b

85



2016~2017 TeAM SCHeDULe

1
RoUND

10월 29일 (토) 삼성생명 : 우리은행 용인 원정

11월 02일 (수) 우리은행 : KB스타즈 아산 홈

11월 06일 (일) 신한은행 : 우리은행 인천 원정

11월 09일 (수) 우리은행 : KDB생명 아산 홈

11월 12일 (토)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아산 홈

2
RoUND

11월 16일 (수) KB스타즈 : 우리은행 청주 원정

11월 20일 (일) KDB생명 : 우리은행 구리 원정

11월 24일 (목) 우리은행 : 신한은행 아산 홈

11월 26일 (토) 우리은행 : 삼성생명 아산 홈

11월 30일 (수)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부천 원정

3
RoUND

12월 03일 (토) 우리은행 : 삼성생명 아산 홈

12월 08일 (목)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아산 홈

12월 10일 (토) KDB생명 : 우리은행 구리 원정

12월 15일 (목) 우리은행 : 신한은행 아산 홈

12월 17일 (토) KB스타즈 : 우리은행 청주 원정

4
RoUND

12월 21일 (수) 우리은행 : KDB생명 아산 홈

12월 23일 (금) 삼성생명 : 우리은행 용인 원정

12월 28일 (수)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부천 원정

12월 31일 (토) 신한은행 : 우리은행 인천 원정

01월 05일 (목) 우리은행 : KB스타즈 아산 홈

5
RoUND

01월 08일 (일)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부천 원정

01월 12일 (목) 우리은행 : 신한은행 아산 홈

01월 20일 (금) KDB생명 : 우리은행 구리 원정

01월 22일 (일) KB스타즈 : 우리은행 청주 원정

01월 27일 (금) 우리은행 : 삼성생명 아산 홈

6
RoUND

02월 03일 (금) 우리은행 : KB스타즈 아산 홈

02월 05일 (일) 우리은행 : KDB생명 아산 홈

02월 11일 (토)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아산 홈

02월 15일 (수) 삼성생명 : 우리은행 용인 원정

02월 17일 (금) 신한은행 : 우리은행 인천 원정

7
RoUND

02월 20일 (월) 우리은행 : 신한은행 아산 홈

02월 25일 (토)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부천 원정

02월 27일 (월) KDB생명 : 우리은행 구리 원정

03월 03일 (금) KB스타즈 : 우리은행 청주 원정

03월 06일 (월) 우리은행 : 삼성생명 아산 홈

우리은행은 우승멤버가 남아있기에 여전히 강한 

전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만 여느 해보다 다른 팀

들의 도전이 거셀 것이다. 박지수를 영입한 KB가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이다. 변수는 외국인선수와 

식스맨이다. 모니크 커리가 우리은행 스타일에 스

며들지가 관건이다. 외곽선수이기에 어떻게 활용

할 지도 궁금하다. 또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기

에 부상과 같은 변수를 이겨내야 한다. 식스맨들 

활약이 중요하다. 또 이승아의 공백이 문제다. 이

은혜가 잘 해주고 있지만, 이승아가 해줬던 만큼 

외곽에서 얼마나 넣어줄 지가 중요하다.

COMMenT 해설위원이 전망하는 우리은행

해설위원 김은혜

[평점기준] 총 5점 만점 / 단위 : 0.5

수비

조직력

공격

외국인선수

공격 4.5

수비 5

조직력 5

외국인선수 4

식스맨 3

TeaM infORMATiOn

식스맨

※ 경기시간_ 평일 19시, 주말 및 공휴일 17시 

※ 중계사정으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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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훈련 방식은 전과 비슷했다. 항

상 체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체력훈련을 많이 했다. 정규

리그 매 경기 100% 컨디션을 보일 수 있도록 맞춤훈련을 

하고 있다. Q 주장으로서 팀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는 (최)은실이가 기대된다. 박신자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

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신장이 크고, 스피드도 좋

다. 이번 시즌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Q 외국

인선수들과의 호흡은 매 시즌 어떤 외국인선수가 와도 잘 

맞춰서 했다. 감독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늘 잘 됐던 것 

같다. 우리 팀이 훈련이 힘들다 보니 외국인선수들도 돈독

해진다. 모니크 커리는 워낙 기술이 좋은 선수라 도움을 많

이 받을 것 같다. 존스는 신장이 큰 선수라 골밑 수비에서 

힘이 된다. 존스랑 뛸 때는 외곽 플레이도 많이 시도할 것 

같다. Q 감독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늘 리바운

드를 강조하신다. 가끔 잊어버릴 때마다 얘기해주신다. 기

본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Q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개

인 기록에는 큰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욕심을 낸다면 리바

운드와 블록슛에서 1위를 하고 싶다. 근데 올해 (박)지수가 

들어와서 쉽지 않을 것 같다. Q 주장으로서 생각하는 우리 

팀 장점과 약점은 외국인선수들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점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점은 주전 의존도가 큰 

편이라는 점인 것 같다. Q 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은 누가 하는지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조용

하다. 나만 눈치 없이 떠드는 것 같다(웃음). 그나마 내가 분

위기메이커이지 않을까? Q 새 시즌 목표는 우승을 지키는 

것이다. 올 시즌은 더 힘들 것 같다. 각 팀들이 더 준비해서 

나올 것이고, 우리도 한 살씩 더 나이를 먹었다.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열심히 해서 우승을 지키고 싶다.

주장 양지희

언제나 목표는 우승! 
타이틀 지키겠다

VoICe fRoM TeaM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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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농구 감독님이 인형 사준다고 해서 시작 별명 양치기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정선민.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곱창♥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잠 추천 노

래 한동근/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뮤비 주인공이 잘 생김) 새 시즌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 스크린, 몸싸움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리바운드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몽키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우리은행 선수들! 모두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 닭볶음탕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영화 보고 밥먹고 

놀기 추천 노래 한동근/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

한 부분 3점슛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1군에서 뛰는 것! V9. 통합우승

생년월일 1984.10.25.

신장/체중 185cm/76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광주중앙초-수피아여중-수피아여고

드래프트 2003년 4순위

프로경력 14년

이적경력 2002 신세계-2010 우리은행

yangrafi

생년월일 1995.9.23.

신장/체중 167cm/57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방림초-수피아여중-수피아여고

드래프트 2014년 4순위

프로경력 3년

양 지 희 YANG JI HEE CENTER

이 선 영 LEE SEON YOUNG GUARD

1

2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2 27:03 0.461 0 0.625 4.44 1.91 0.88 1.31 9.41
2014~2015 35 29:04 0.465 0 0.686 5.06 2.60 0.49 1.11 9.51
2015~2016 35 31:47 0.427 0 0.823 6.06 2.66 1.03 1.37 10.31

TOTAL 419 26:12 0.440 0.200 0.660 4.97 1.83 0.84 0.86 8.44
PLaYoffs 19 25:25 0.440 1.000 0.733 4.95 2.16 0.84 0.84 7.26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6 5:10 0 0 0 0.33 0 0.17 0 0
2015~2016 7 2:27 0.200 0 0 0.14 0 0 0 0.29

TOTAL 13 3:42 0.167 0 0 0.23 0 0.08 0 0.15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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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말. 키 크다는 말에 유혹 당함 별명 꼬마, 꾸꾸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은혜. 스피드, 스틸 최고 좋아하는 음식 빵, 떡 경기가 없는 날에는 문화

생활 하기 추천 노래 박효신, 성시경 노래. 가사가 예쁨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

한 부분 1:1 수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V9. 통합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별명 짜라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전주원 코치님: 자신감 있는 플

레이, 철저한 자기관리가 멋있다 좋아하는 음식 초콜릿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매 경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2016~2017시

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팀 우승.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전 경기 출전이 목표!

생년월일 1993.11.10.

신장/체중 157cm/65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부산대신초-동주여중-동주여고-단국대

드래프트 2016년 18순위

프로경력 1년

생년월일 1989.7.7.

신장/체중 168cm/60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성남수정초-숙명여중-숙명여고

드래프트 2008년 6순위

프로경력 9년

최 정 민 CHOI JEONG MIN GUARD

이 은 혜 LEE EUN HYE GUARD 

4

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9 12:32 0.361 0.185 0.333 1.52 1.76 0.90 0.07 1.48
2014~2015 31 15:58 0.500 0.212 0.750 1.65 2.29 0.52 0.03 2.52
2015~2016 35 26:42 0.357 0.181 0.750 2.66 3.29 1.54 0 3.43

TOTAL 272 12:56 0.403 0.189 0.768 1.41 1.39 0.53 0.04 2.06
PLaYoffs 12 12:47 0.455 0.143 1.000 1.83 1.58 0.92 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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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때 별명 복치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임영희·박혜진. 수비, 공격 

부분에서는 최고라 생각한다.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잠자기 추천 

노래 About You/Trey Songz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내 단점을 보완하려

고 노력 중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통합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또치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전주원 코치님의 모든 

능력을 가져가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잡채 경기가 없는 날에는 훈련 또는 휴식 추

천 노래 음원차트 1위 하는 노래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마음가짐!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부상 없이 우승하는 것

생년월일 1994.8.17.

신장/체중 182cm/70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청주강서초-청주여중-청주여고

드래프트 2013년 2순위

프로경력 4년

생년월일 1990.7.22.

신장/체중 178cm/63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부산대신초-동주여중-삼천포여고

드래프트 2009년 1순위

프로경력 8년

최 은 실 CHOI EUN SIL FORWARD

박 혜 진 PARK HYE JIN GUARD

6

7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4 2:01 0 0 0 0.25 0 0 0.25 0
2014~2015 -   
2015~2016 8 8:32 0.294 0 0 2.50 0.63 0.13 0.13 1.25

TOTAL 12 6:22 0.250 0 0 1.75 0.42 0.08 0.17 0.83
PLaYoffs 1 4:42 1.000 0 0 0 0 0 0 2.0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35:42 0.443 0.349 0.949 4.89 3.66 0.86 0.23 12.63
2014~2015 35 36:05 0.436 0.339 0.900 5.51 3.06 1.14 0.17 10.54
2015~2016 35 37:05 0.398 0.306 0.932 5.94 3.03 1.40 0.26 10.11

TOTAL 271 34:35 0.424 0.311 0.868 4.54 3.14 1.14 0.32 9.39
PLaYoffs 14 38:31 0.418 0.347 0.280 5.86 3.50 1.36 0.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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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6학년 별명 멸치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임영희, 박혜진 언니 좋아

하는 음식 피자, 김치볶음밥 경기가 없는 날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낸다 추천 노래 

투빅-니눈 니코 니입술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1:1수비가 약해서 수비 

연습 때 더 생각하고 집중 연습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V9. 통합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겨울에 별명 홍쿨 좋아하는 음식 한식, 매콤한 음식 경기

가 없는 날에는 잠자기, 문화생활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생년월일 1992.4.17.

신장/체중 171cm/63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탑동초-수원제일중-수원여고-수원대

드래프트 2015년 7순위

프로경력 2년

lee_y_j_0417

생년월일 1988.10.1.

신장/체중 178cm/63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화서초-은광여중-은광여고

드래프트 2007년 5순위

프로경력 10년

이적경력 2007 삼성생명-2014 KEB하나은행- 

2016 우리은행

이 윤 정 LEE YUN JUNG FORWARD

홍 보 람 HONG BO RAM FORWARD

8

1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3 2:00 0 0 0 0.33 0 0 0 0

TOTAL 3 2:00 0 0 0 0.33 0 0 0 0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8 25:12 0.367 0.333 0.882 2.32 1.29 0.50 0.11 5.57
2014~2015 18 14:51 0.205 0.111 1.000 1.39 0.33 0.17 0.11 1.28
2015~2016 26 12:40 0.323 0.229 0.500 1.15 0.35 0.31 0.12 2.08

TOTAL 265 17:12 0.318 0.265 0.673 1.45 0.57 0.32 0.17 3.86
PLaYoffs 32 14:11 0.339 0.308 0.840 1.16 0.47 0.22 0.0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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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멍희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잠자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체력관리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부상 없이 전 

경기 출장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중학교 1학년 별명 대식가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우리 언니들 전부 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 소고기 경기가 없는 날에는 못 봤던 

드라마 다시 보기 추천 노래 한동근/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새 시즌 가장 신

경써서 준비한 부분 슛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V9. 통합우승

생년월일 1980.5.29.

신장/체중 178cm/71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마산산호초-마산여중-마산여고

드래프트 1999년 입단

프로경력 17년

이적경력 1999 신세계-2009 우리은행

생년월일 1996.6.17.

신장/체중 177cm/70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개봉초-수원제일중-수원여고

드래프트 2016년 7순위

프로경력 1년

임 영 희 LIM YOUNG HEE FORWARD

유 현 이 YU HYEON E FORWARD

11

12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34:45 0.455 0.339 0.842 3.66 2.63 0.83 0.31 13.91
2014~2015 35 32:26 0.475 0.348 0.778 3.20 3.57 0.63 0.11 11.51
2015~2016 33 33:47 0.493 0.375 0.750 4.09 3.24 0.88 0.30 13.42

TOTAL 496 25:30 0.484 0.350 0.786 2.90 2.10 0.55 0.24 8.13
PLaYoffs 34 25:21 0.503 0.319 0.756 2.62 2.35 0.68 0.21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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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때 별명 송아지 좋아하는 음식 초코빵 경기가 없는 날에는 여가

시간 즐기기 추천 노래 존박/네 생각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기본기, 궂

은 일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V9. 통합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김단자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닮고 싶은 선배가 되겠

다 좋아하는 음식 비빔면, 무생채, 닭요리, 떡볶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외출(영화보기, 

카페 가기) 추천 노래 DEAN/D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리바운드, 수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아~저 키로 리바운드 잘 하네”라는 말 듣기

생년월일 1997.10.14.

신장/체중 178cm/67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봉의초-봉의여중-춘천여고

드래프트 2016년 6순위

프로경력 1년

생년월일 1992.1.4.

신장/체중 176cm/70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청주강서초-청주여중-청주여고-광주대

드래프트 2011년 입단

프로경력 5년

엄 다 영 UM DA YOUNG FORWARD

김 단 비 KIM DAN BI FORWARD

14

17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9 3:53 0.333 0 0 0.89 0 0 0.11 0.22
2014~2015 23 8:54 0.455 0.292 1.000 1.43 0.22 0.30 0.09 1.87
2015~2016 33 10:46 0.500 0.347 0.667 1.33 0.15 0.24 0.09 3.18

TOTAL 72 8:33 0.473 0.317 0.800 1.24 0.15 0.24 0.08 2.11
PLaYoffs 6 5:54 1.000 0 0 0.50 0 0.17 0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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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별명 귤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우리은행 언니들 

전부 다 좋아하는 음식 초밥, 냉모밀 경기가 없는 날에는 집에 가서 강아지 콩이랑 놀

기 추천 노래 이승철 노래 다, 서인국, 정은지/All For You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

비한 부분 기본기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V9. 통합우승

생년월일 1997.6.20.

신장/체중 171cm/56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선일초-선일여중-선일여고

드래프트 2016년 19순위

프로경력 1년

생년월일 1988.6.2

신장/체중 181cm/83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천호초-성덕여중-동일정산고

드래프트 2007년 1순위

프로경력 8년

이적경력 2007 신세계-2008 삼성생명- 

2013 우리은행

최 규 희 CHOI GYU HEE GUARD

이 선 화 LEE SEON HWA FORWARD

21

44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5 13:01 0.464 0.333 0.88 2.16 0.44 0.28 0.12 5.88

TOTAL 217 15:45 0.464 0.333 0.827 3.23 0.35 0.35 0.13 6.78
PLaYoffs 26 15:54 0.44 0 0.739 2.19 0.38 0.19 0.12 5.42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때 키가 커서 시작 별명 이스나 좋아하는 음식 가리는 거 없음 

경기가 없는 날에는 강아지들과 놀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시즌 직전

에 들어온 만큼 팀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조금

이나마 팀에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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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별명 모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 짬뽕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잠자기, 영화보기, 쇼핑 추천 노래 비욘세 Love on top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챔피언이 되기 위한 모든 것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챔피언 

생년월일 1983.2.25.

신장/체중 182cm/78kg

출신학교 듀크대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

WKBL경력 3년

모니크 커리 Monique Currie FORWARD

2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29.21 0.467 0.430 0.776 7.83 1.83 1.97 0.69 21.00
2014~2015 35 25.08 0.411 0.295 0.752 6.57 1.71 1.20 0.97 16.29
2015~2016 35 24:50 0.414 0.269 0.812 7.60 2.51 1.14 0.94 16.37

TOTAL 105 26.26 0.432 0.331 0.782 7.33 2.02 1.44 0.87 17.89
PLaYoffs 2 29:18 0.387 0.333 0.750 9.00 1.50 0.50 0.50 18.50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6살 별명 JJ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오빠 좋아하는 음식 이탈리안 음식 경기

가 없는 날에는 비디오게임, 영화보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챔피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챔피언이 되는 것

생년월일 1994.1.5.

신장/체중 198cm/89kg

출신학교 조지워싱턴대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

WKBL경력 신입

35

존쿠엘 존스 JonQuel Jone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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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4시즌 연속 통합우승

2015~2016시즌도 우리은행 천하였다. 강력한 주전라인업과 수비조직력을 앞세워 

시즌 내내 독주했다. 총 7라운드로 치러지는 정규리그에서 6라운드에 일찌감치 우승

을 결정지었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상대를 3경기 만에 넉 다운시키며 2012~2013

시즌부터 4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거머쥐었다. 우리은행은 1958년, ‘최초의 여자팀’으

로 창단한 명문답게 정규리그 역대 최다(9회), 챔프전 최다(8회)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라운드별 MVP

2015~2016시즌, 우리은행에서 배출된 

라운드 MVP는 세 명. 임영희와 박혜진, 

스트릭렌이었다. 성적이 좋으니 라운드마

다 돋보이는 선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

면 당연한 일. 그러나 각기 다른 선수들이 

MVP가 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주전들이 골고루 잘 했다는 의미

이니 말이다. 게다가 벤치에서는 김단비

가 라운드 MIP(기량발전상)로 선정되면서 

경사를 맞았다. 그런가 하면 박혜진은 최

근 2시즌 연속 라운드 MVP로 선정됐으

며, 3시즌동안 MIP(2013~2014시즌)와 

MVP(2014~2015, 2015~2016)를 동시

에 차지한 유일한 선수다.

nUMBeR sToRY

숫자로 보는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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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0

KDB생명전 연승

한때 우리은행에게 12연패를 당했던 삼성생명만큼이나 우리은행이 껄끄러운 팀이 또 

있다. 바로 KDB생명이다. 우리은행은 2014년 11월 16일 홈 경기 이후 KDB생명을 상

대로 14연승을 기록 중이다. 2014~2015시즌과 2015~2016시즌에는 맞대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셈. 범위를 확장해 외국인선수 제도가 도입된 2012~2013시즌부

터 돌아봐도 우리은행의 KDB생명전 강세는 뚜렷히 드러난다. 최근 28번 맞대결에서 

26승 2패. 우리은행은 평균 9점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어왔다. 

우리은행 컨셉트? 변함없는 수비!

우리은행의 승리를 ‘절대 보장’하는 숫자

가 있다. 바로 ‘40’이다. 위성우 감독 부

임 후 우리은행은 상대팀을 11번이나 40

점대로 묶었다. 6개 구단 중 가장 많은 횟

수. 이 경기에서 우리은행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2014~2015시즌부터 최근 

2시즌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상대를 6

차례나 40점대로 묶었다. 반대로 지난 2

시즌동안 6개 구단 중 유일하게 40점대 

점수를 올리지 않은 팀이기도 하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상대를 24번이나 50점

대로 묶기도 했다. 새 시즌에도 이러한 수

비 컨셉트는 같다. ‘조직적인 수비’를 앞

세워 통합 5연패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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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시즌부터 ‘왕조’ 

우리은행의 전설은 아산에서 

이어진다. 챔피언결정전 우승 

후 우리은행은 3월 29일 

충남 아산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연고지 이전을 안겼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명문구단에 맞는 성적과 

관람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였다.

우리은행의 체력과 정신력이 

완성되는 곳. 바로 여수다. 선수단의 

2016~2017시즌 준비는 여수에서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개가 다 

부럽더라’라는 고백이 나왔던 바로 그 

장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의 

한 낮,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에도 

선수들은 여수 흥국체육관과 트랙을 

달리며 정상 등극을 다짐했다.

새 집 마련 후 우리은행 선수들은 우승 여행을 

떠났다. 이전까지 하와이로 갔던 우승 여행 

행선지는 올해 몰디브로 변경됐다.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을 실현한 것. 10일 일정으로 

망중한을 즐긴 선수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5년 연속 통합우승을 다짐했다.

우리의 여름은요!

98

20
16

~2
01

7 
W

OM
EN

’S
 k

Or
Ea

N
 b

aS
kE

tb
al

l 
lE

ag
u

E

pHOTO sToRY





www.kbstars.co.kr

kB StarS 
womEn’S Pro 
BaSkEtBaLL tEam

| 구단 사무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5층

T. 02 2073 0908 F. 02 2073 5037

| 연습체육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283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 내 체육관

T. 041 560 7700 F. 041 560 7834

| 홈 경기장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 청주체육관

T. 043 266 7827 F. 043 266 7826  

경기장 좌석_ 3,950석

버스_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30분 소요) 

시계탑오거리 하차

| 입장권 안내 |

일반석_ 성인 5,000원│학생 3,000원│플로어석 15,000원

무료입장_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군인(휴가증이나 

외박증을 소지한 국군장병 본인), 국가유공자

예매처_ 티켓링크

● 청주 
체육관

청주
시민회관

청주
종합운동장

한벌
초등학교





TeaM infORMATiOn

TeAM 
HiSTORY

 발자취

KB스타즈 여자농구단은 지난 1963년 창단 이래 농구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매시

즌 성장과 도약을 거듭해 왔다. 농구대잔치 시절에는 매 경기 박진감 넘치는 승부로 여자

금융부 우승은 물론 통합우승의 가치를 높이며 ‘까치군단’의 면모를 선보여 왔으며, 프로

출범 이후에는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와 은퇴로 다소 숨고르기를 했지만, 2002 겨울리그

에서 박광호 감독-유영주 코치의 지도하에 김지윤과 셔튼 브라운을 앞세워 정규리그 우

승 및 플레이오프 준우승의 업적을 쌓으며 다시금 한국여자농구의 대표적인 명문구단으

로서의 위상을 되찾았다. 2004 겨울리그 정규리그 준우승과 2004 여름리그 정규리그 우

승 및 플레이오프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과거 박현숙과 이강희, 한현, 정선민, 김지

윤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여 세계 속에 한국 여자농구를 알리는데 앞장서 왔

다. 2011~2012시즌에는 ‘바스켓퀸’ 정선민을 영입해 6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 준

우승을 차지했고, 2013~2014시즌에는 KB스타즈의 젊은 선수들이 많은 가능성도 보여줬

다. 지난 2014~2015시즌은 KB스타즈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해 였다. 2군리그 

(퓨처스리그) 에서 8승 2패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으며, 정규리그 3위를 기록하며, 플레

이오프에서 인천 신한은행을 누르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여 2014~2015시즌을 아쉬운 

준우승으로 마무리 하였다. 

2016~2017시즌 KB스타즈는 화끈하고 박진감 넘치는 공격 농구로 KB스타즈 팬 여러분들

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TeAM 
STORY

 팀 소개

1998년 12월 연습체육관 및 숙소 이전(부천 한국화장품)

2000년 7월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2000년 12월 국민은행 세이버스 여자농구단으로 팀명 변경

2001년 5월 연고지를 경기도 성남시로 확정

2001년 12월 연습체육관 및 숙소 이전(천안 연수원)   

연고지를 충청남도 천안시로 이전

2002년 3월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정규리그 우승 및 챔프전 준우승

2002년 12월 KB 세이버스 여자프로농구단으로 팀명 변경

2004년 3월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정규리그 준우승

2005년 3월 KB 스타배 2005 겨울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2005년 9월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정규리그 준우승

2006년 7월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정규리그 우승 및 챔프전 준우승

2008년 4월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2009년 4월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5위

2010년 4월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2011년 3월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5위

2012년 4월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및 챔프전 준우승

2013년 3월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2014년 3월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2015년 3월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플레이오프 준우승

2016년 3월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2016년 7월 2016 박신자컵 서머리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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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성영

g U a R D

1
홍아란

g U a R D

7
강아정

f o R W a R D

9
정미란

f o R W a R D

22
플레넷 피어슨

f o R W a R D

TeAM BeST 5
 베스트 5

TeaM infORMATiOn

UnifORM
 유니폼

마스코트 스타비(Star B)는 KB STARS와 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쉽고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워드마크와 엠블럼이 

공식적, 의전적 표현이라면, 마스코트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서, 특히 팬 서비스 용품이나 기타 프로모션 아이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스코트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본형과 응용형을 개발하였다. 마스코트 활용시 매뉴얼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Mascot_Star B

마스코트 기본형

Basic System 21KB STARS WOMEN’S PRO BASKETBALL TEAM

색상

               Pantone 130C

               (KB Yellow, STARS Yellow)

               Pantone 411C(STARS Dark Gray) 

                             80%                   50%

White                C0 M10 Y100 K0       C0 M75 Y100 K0

마스코트 스타비(Star B)는 KB STARS와 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쉽고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워드마크와 엠블럼이 

공식적, 의전적 표현이라면, 마스코트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서, 특히 팬 서비스 용품이나 기타 프로모션 아이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스코트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본형과 응용형을 개발하였다. 마스코트 활용시 매뉴얼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Mascot_Star B

마스코트 응용형 1

Basic System 22KB STARS WOMEN’S PRO BASKETBALL TEAM

MASCOT
 마스코트

KB스타즈의 마스코트인 ‘스타비’는 밝고 아름다운 별의 모습을 요정의 이미지로 귀엽게 형

상화하였다. 깨끗하고 멋진 경기를 통해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KB스타즈 여

자프로농구단의 상징 ‘스타비’! 별 모양 마스크는 금융계의 별이 되고자 하는 KB의 미래를, 

금빛날개는 정상을 향해 비상하는 STARS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한다.

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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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infORMATiOn

시즌 팀명 연고지 코칭스태프

1998 라피도컵 여름리그 국민은행 문재국 감독-윤세영 코치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국민은행 정해일 감독

한빛은행배 1999 여름리그 국민은행 정해일 감독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국민은행 정해일 감독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국민은행 정해일 감독

삼성생명 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국민은행 박광호 감독 - 이효상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성남 박광호 감독 - 이효상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박광호 감독 - 유영주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박광호 감독 - 유영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정태균 감독 - 유영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정태균 감독 - 유영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정태균 감독 - 유영주 코치

KB스타배 2005 겨울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이문규 감독 - 최병식 코치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이문규 감독 - 최병식 코치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이문규 감독 - 최병식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최병식 감독대행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최병식 감독 - 조성원 코치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최병식 감독 - 조성원 코치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조성원, 정덕화 감독 - 김염만 코치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정덕화 감독 - 김용국, 김영만 코치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정덕화 감독 - 구병두 코치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청주 정덕화 감독 - 구병두 코치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청주 정덕화, 서동철 감독 - 구병두 코치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청주 서동철 감독 - 구병두, 박재헌, 박선영 코치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청주 서동철 감독 - 구병두, 박재헌, 박선영 코치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청주 서동철 감독 - 박재헌, 박선영, 진경석 코치

TeAM ReVieW

시즌 출발은 불안정했다. 서동철 감독이 건강 악화로 벤치를 지키지 못 해 박재헌 코치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

다. 수장이 없는 팀은 중심을 잡지 못했고, 개막 후 4연패로 이어졌다. 여기에 주전가드 홍아란이 슬럼프를 겪었

고, 외국인선수들의 플레이도 믿음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KB는 경기를 치를수록 저력을 보였다. 그 중심에는 변연

하가 있었다. 득점은 물론 포인트가드 역할까지 소화하며 팀을 이끌었다. 시즌 중반 서동철 감독이 복귀하면서 KB

는 비로소 정상 전력을 가동할 수 있었다. 강아정은 변연하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외곽 득점을 이끌었다. 데리카 햄

비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한국농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미 있는 대기록도 나왔다. 변연하가 정규리그 통산 

1,000개의 3점슛을 돌파, 박정은을 제치고 3점슛 성공 1위로 올라선 것. 막판 상승세를 탄 KB는 7연승을 달리며 삼

성생명을 제치고 플레이오프 막차에 탑승했다. KEB하나은행과의 플레이오프는 혈전이었다. 1승 1패로 팽팽히 맞선 

3차전에서 KB는 접전 끝에 65-66, 1점차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비록 챔프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KB의 화끈

한 공격 농구는 농구팬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었다. KB는 이번 시즌 팀의 상징과 같았던 변연하 없는 농구를 해야 

한다. 신임 안덕수 감독이 부임해 보다 젊고 패기 넘치는 스타일의 농구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2015~2016 ReVieW 지난 시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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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infORMATiOn

선수 G MPG FG% 3P% FT% RPG APG SPG BPG PPG

강아정 35 36:43 34.6 33.5 82.1 4.8 1.8 1.8 0.1 12.0

김가은 24 9:41 22.9 13.3 78.6 1.1 0.2 0.5 0.2 2.0

김민정 9 6:08 33.3 0 100 1.0 0.1 0.2 0 1.3

김보미 33 11:29 31.8 28.8 88.9 1.7 0.6 0.5 0.1 2.9

김진영 10 17:06 32.1 0 61.5 2.7 0.9 0.4 0.2 2.6

김한비 6 5:31 0 0 0 0.2 0.3 0.3 0 0

김현아 2 2:26 100 0 0 0 0 0 0 2.0

김희진 2 7:33 14.3 20 0 0.5 1.0 0 0 1.5

박지은 11 7:33 22.2 0 25.0 0.7 0.2 0.1 0 0.8

박진희 1 7:28 66.7 0 50 1.0 0 1.0 0 5.0

변연하 35 28:55 40.5 36.4 67.3 4.3 5.4 1.7 0.1 9.1

수잔나 6 4:49 25.0 33.3 0 0.7 0.2 0 0 0.8

심성영 34 13:15 33.3 31.5 67.4 0.9 1.3 0.4 0 4.1

정미란 34 25:22 33.3 35.3 72.2 3.3 0.8 0.8 0.1 3.9

하워드 35 16:28 51.5 0 54.7 5.6 0.6 1.0 0.7 10

햄비 35 24:14 52.6 32.1 62.4 8.2 1.1 1.3 0.8 17.1

홍아란 34 32:26 32.1 26.7 90 3.1 2.7 1.5 0.2 6.3

TEAM DATA 35 40.1 31.0 68.0 33.8 14.7 9.6 2.4 68.0

2015~2016 pLAYeR SUMMARY

pLAYeR MOVeMenT
IN OUT

- 변연하(은퇴), 김유경(은퇴), 크리스틴 조(웨이버), 수잔나 올슨(웨이버)

2015~2016 LeADeR BOARD
구분 정규리그 평균 플레이오프 평균 챔피언결정전 평균

득점 햄비(17.1) 햄비(19.0)

리바운드 햄비(8.2) 햄비(10)

어시스트 변연하(5.4) 변연하(4.7)

3점슛 강아정(2.0) 변연하(2.6)

스틸 강아정(1.8) 햄비(2.7)

블록슛 햄비(0.8) 햄비(1.7)

TeAM DATA
시즌/상대팀 KDB생명 삼성생명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시즌 전적

2013~2014 5승 2패 3승 4패 6승 1패 3승 4패 3승 4패 20승 15패

2014~2015 6승 1패 6승 1패 3승 4패 2승 5패 3승 4패 20승 15패

2015~2016 5승 2패 4승 3패 4승 3패 4승 3패 2승 5패 19승 16패

최근 3시즌 상대팀간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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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주 윤종규 사무국장 장원석 지원팀장 정상호사무차장 김슬기

단장 신홍섭 부단장 이유춘

TeAM STAff
 팀 스태프

COACHing STAff
 코칭스태프

kB StarS 
womEn’S Pro 
BaSkEtBaLL tEam

감독 안덕수 매니저 박남희 매니저 방선영 통역 김경란

코치 진경석 코치 이영현

트레이너 김선주트레이너 안은진 트레이너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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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fRoM HeADCOACH

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한국에서의 첫 시즌이기에 선수

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리 팀 강점은 외

곽슛이다. 단점은 리바운드가 약하다는 점이다. 강점을 살

리고, 단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Q 이번 시즌 구상

하는 팀 색깔은 빠른 농구를 하고 싶다. 아무 의미 없이 빠

른 농구보다는 트랜지션이 빠른 농구를 하고 싶다. 빠른 패

싱 게임으로 찬스를 만드는 농구를 하고 싶다. Q 팀 중심이 

되어줄 선수는 강아정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 아정이

가 중심이 돼서 아정이로 인해 파생되는 플레이가 많이 나

와야 한다. Q 변연하의 공백은 어떻게 어느 한 선수가 아니

라 모든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식스맨들

까지도. 마지막 한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결사가 나와야 

한다. Q 외국인선수에게 거는 기대 리바운드와 수비다. 득

점은 본인들의 능력으로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한다. 외국인

선수들이 골밑을 잘 지켜줘야 한다. 플레넷 피어슨 같은 경

우 베테랑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원한다. 그레이브

스는 젊은 선수인 만큼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

겠다. Q 여름동안 가장 성장한 선수가 있다면 김가은, 박지

은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가은이는 올 시즌 주전으로도 

많이 뛸 것이다. 3점슛도 좋고, 드라이브인도 좋다. 변연하

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다. 박지은은 백업 센터 역할

을 해줄 것이다. 정미란, 김수연이 못 해주는 부분을 해줘야 

한다. Q 올 시즌 목표는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이 목표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느 팀을 만나도 해볼 만 하다는 생각

을 갖고 임할 것이다. Q 올 시즌 우리 팀 라이벌은 누구 우

리은행이라고 생각한다. 내외곽의 조화가 잘 갖춰져 있고, 

팀워크도 좋다. Q 우승하면 ◯◯◯◯을 하겠다! 팬들을 위

한 공약 한 가지! 여자농구 발전을 위한 기획을 하고 싶다. 

회사랑 뜻을 모아서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하고 싶다.

생년월일 1974년 3월 15일

출신교  오사카하쯔시바고등학교- 

후쿠오카구주산업대

주요경력 1997~2000 수원 삼성 썬더스 선수

 2001~2007 한국대학농구연맹 사무국장

 2007~2016.04 샹송화장품 V-매직코치

 2016.04 KB스타즈 감독

감독 안덕수

빠른 농구로  
변연하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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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TeAM SCHeDULe

1
RoUND

10월 30일 (일) KB스타즈 : KDB생명 청주 홈

11월 02일 (수) 우리은행 : KB스타즈 아산 원정

11월 05일 (토) KEB하나은행 : KB스타즈 부천 원정

11월 07일 (월) KB스타즈 : 삼성생명 청주 홈

11월 10일 (목) KB스타즈 : 신한은행 청주 홈

2
RoUND

11월 16일 (수) KB스타즈 : 우리은행 청주 홈

11월 19일 (토) 삼성생명 : KB스타즈 용인 원정

11월 21일 (월) 신한은행 : KB스타즈 인천 원정

11월 27일 (일) KDB생명 : KB스타즈 구리 원정

12월 02일 (금) KB스타즈 : KEB하나은행 청주 홈

3
RoUND

12월 04일 (일) KB스타즈 : KDB생명 청주 홈

12월 09일 (금) 신한은행 : KB스타즈 인천 원정

12월 14일 (수) KB스타즈 : 삼성생명 청주 홈

12월 17일 (토) KB스타즈 : 우리은행 청주 홈

12월 19일 (월) KB스타즈 : KEB하나은행 청주 홈

4
RoUND

12월 24일 (토) KB스타즈 : 신한은행 청주 홈

12월 26일 (월) 삼성생명 : KB스타즈 용인 원정

12월 30일 (금) KDB생명 : KB스타즈 구리 원정

01월 02일 (월) KEB하나은행 : KB스타즈 부천 원정

01월 05일 (목) 우리은행 : KB스타즈 아산 원정

5
RoUND

01월 09일 (월) 삼성생명 : KB스타즈 용인 원정

01월 18일 (수) KB스타즈 : KDB생명 청주 홈

01월 22일 (일) KB스타즈 : 우리은행 청주 홈

01월 26일 (목) KB스타즈 : KEB하나은행 청주 홈

01월 30일 (월) 신한은행 : KB스타즈 인천 원정

6
RoUND

02월 03일 (금) 우리은행 : KB스타즈 아산 원정

02월 06일 (월) KB스타즈 : 신한은행 청주 홈

02월 09일 (목) KB스타즈 : 삼성생명 청주 홈

02월 13일 (월) KDB생명 : KB스타즈 구리 원정

02월 16일 (목) KEB하나은행 : KB스타즈 부천 원정

7
RoUND

02월 19일 (일) KB스타즈 : KEB하나은행 청주 홈

02월 22일 (수) 삼성생명 : KB스타즈 용인 원정

02월 26일 (일) 신한은행 : KB스타즈 인천 원정

03월 03일 (금) KB스타즈 : 우리은행 청주 홈

03월 05일 (일) KDB생명 : KB스타즈 구리 원정

강아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연하의 은퇴공백을 

메워줘야 한다. 피어슨은 검증이 된 선수다. 공, 수

가 모두 안정적이다. 그레이브스는 신인이지만 피

어슨이 잘 이끌어 주리라 생각된다. 관건은 가드

진이다. 그동안 변연하가 가드진이 흔들릴 때마다 

잘 잡아줬는데, 이제는 홍아란이나 심성영이 이겨

내야 한다. 신인 박지수를 뽑으며 강력한 골밑을 

구축하게 됐다. 우승 후보가 되리라 본다. KB스타

즈는 가용인원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초반 중심

을 잘 잡는다면 챔프전도 진출할 전력이라 본다.

COMMenT 해설위원이 전망하는 KB스타즈

해설위원 조성원

[평점기준] 총 5점 만점 / 단위 : 0.5

수비

조직력

공격

외국인선수

식스맨

공격 3.5

수비 4

조직력 3

외국인선수 3

식스맨 4

TeaM infORMATiOn

※ 경기시간_ 평일 19시, 주말 및 공휴일 17시 

※ 중계사정으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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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감독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

로운 스타일의 농구를 하고 있다. Give&Go를 좋아하시고, 

드리블 보다는 패스로 나가는 걸 지향하신다. Q 주장으로

서 팀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는 (김)수연 언니가 기대

된다. 매년 우리 팀이 리바운드가 약하다고 지적받는데, 언

니가 돌아오면서 리바운드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Q 변

연하 없이 치르는 첫 시즌인데 개인적으로 언니가 있어서 

편한 게 많았다. 내가 언니처럼 다른 선수를 살려주는 건 

욕심인 것 같다. 언니보다 부족한 면은 있지만, 모든 선수

들이 합심해서 언니 공백을 메워야 할 것 같다. Q 외국인

선수들과의 호흡은 피어슨은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

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리더십이 있어 보였다. 연

하 언니가 나가면서 리더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샤라는 어린 선수다 보니 힘든 점이 많을 것

이다. 그래도 열심히 훈련을 한다. 포스트업 능력도 괜찮

다. Q 감독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다 

잘 해야 한다고 하신다. 우리가 리바운드가 항상 하위권이

었다. 신장도 있고, 체력도 좋은 편인 만큼, 리바운드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 같다. Q 주장으로서 생각하는 우리 

팀 장점과 약점은 우리 팀은 한 번 터지면 무섭다. 연령대

가 어리다 보니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게 장점이자 약점이다. 

Q 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위기메이커 역할은 누가 하는

지 나인 것 같다. 안 풀릴 때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이 어

렵다. 농구가 흐름 싸움이니까 분위기를 잘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Q 이번 시즌 목표는 이기는 농구를 

하고 싶다. 우리 홈팬들이 청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동안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못 미치게 홈경기 승률이 

낮았다. 지난 시즌 재밌는 경기는 많이 했는데, 올 해는 재

미도 있고, 이기는 농구를 하고 싶다.

주장 강아정

청주 팬들에게 
이기는 농구 선사하고파

VoICe fRoM TeaM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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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때 별명 참새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좋아하는 음식 

새우 빼고 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대부분 잔다 추천 노래 세븐틴/아주 NICE. 제 응원

곡이에요!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모든 부분 다! 감독님 농구에 녹아 들

기!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부상 없이 웃으면서 우승까지!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별명 꼴통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좋아하는 음식 

ALL&인스턴트 식품 경기가 없는 날에는 누워서 쉬기 추천 노래 포맨/MY ANGEL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리딩을 할 줄 아는 1번의 모습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정규리그 뛰어보기, 우승하기

생년월일 1992.4.2.

신장/체중 173cm/61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삼천포초-삼천포여중-삼천포여고

드래프트 2011년 9순위

프로경력 6년

홍아란

생년월일 1997.7.26.

신장/체중 168cm/65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청주강서초-청주여중-청주여고

드래프트 2016년 10순위

프로경력 1년

홍 아 란 HONG A RAN GUARD

김 현 아 KIM HYEON A GUARD

1

2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30:47 0.520 0.389 0.827 2.71 1.54 1.14 0 7.31
2014~2015 35 34:46 0.551 0.328 0.904 2.51 2.80 1.06 0.17 10.54
2015~2016 34 32:26 0.351 0.267 0.900 3.09 2.71 1.53 0.24 6.26

TOTAL 139 28:26 0.459 0.311 0.859 2.37 1.89 1.04 0.12 6.65
PLaYoffs 12 32:44 0.464 0.259 0.833 2.58 2.33 0.50 0 6.3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2 2:26 1.000 0 0 0 0 0 0 2.00

TOTAL 2 2:26 1.000 0 0 0 0 0 0 2.00
PLaYoffs -

110

Team Player
20

16
~2

01
7 

W
Om

eN
’S

 k
Or

ea
N

 b
aS

ke
Tb

al
l 

le
ag

u
e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서 별명 kiki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양동근 좋

아하는 음식 막창, 치킨 경기가 없는 날에는 주로 집에 많이 간다 추천 노래 박효신/

숨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드리블보다는 패스게임과 볼 없을 때 움직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라바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가드로서 모든 

플레이에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 치킨, 스시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잠

자기 추천 노래 성시경/다정하게 안녕히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슈팅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생년월일 1995.11.30.

신장/체중 169cm/68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송현초-인성여중-인성여고

드래프트 2014년 9순위

프로경력 3년

kiki_no.3

생년월일 1992.10.14.

신장/체중 165cm/60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광주방림초-수피아여중-수피아여고

드래프트 2011년 4순위

프로경력 6년

김 희 진 KIM HEE JIN GUARD

심 성 영 SIM SUNG YOUNG GUARD

3

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2 7:33 0 0.200 0 0.50 1.00 0 0 1.50

TOTAL 2 7:33 0 0.200 0 0.50 1.00 0 0 1.50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2 11:59 0.386 0.244 0.724 0.72 1.00 0.19 0.03 2.75
2014~2015 21 13:22 0.378 0.220 0.933 1.48 0.90 0.38 0.05 3.29
2015~2016 34 13:15 0.345 0.315 0.674 0.88 1.26 0.41 0.03 4.06

TOTAL 96 11:56 0.370 0.261 0.725 0.93 1.04 0.03 0.03 3.18
PLaYoffs 5 6:50 0.667 0.222 0.667 0 0.60 0 0.2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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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때 별명 Rush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양동근. 플레이가 내가 

하고 싶은 농구 좋아하는 음식 치킨, 고기 경기가 없는 날에는 집에서 휴식, 맛있는 

거 먹기 추천 노래 치즈/티켓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웨이트트레이닝과 

개인기술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KB의 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별명 강아지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변연하. 코트 

안에서 항상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닮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해산물 경기가 없는 날

에는 맛집투어 추천 노래 에일리/Higher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웨이트

트레이닝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팀 우승, 모든 선수들 큰 부상 없길

생년월일 1989.7.13.

신장/체중 167cm/60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홍농초-홍농중-법성여고-세한대

드래프트 2016년 3순위

프로경력 1년

890713_

생년월일 1989.7.25.

신장/체중 180cm/68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부산대신초-동주여중-동주여고

드래프트 2008년 1순위

프로경력 9년

kangvely_7

박 진 희 PARK JIN HEE GUARD

강 아 정 KANG A JEONG FORWARD

6

7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1 7:28 0.667 0 0.500 1.00 0 1.00 0 5.00

TOTAL 1 7:28 0.667 0 0.500 1.00 0 1.00 0 5.00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33:39 0.429 0.276 0.870 3.40 2.09 0.97 0.20 9.57
2014~2015 35 34:36 0.404 0.270 0.862 4.26 2.31 1.14 0.11 9.17
2015~2016 35 36:43 0.358 0.335 0.821 4.80 1.83 1.83 0.11 11.97

TOTAL 297 31:26 0.442 0.317 0.813 3.54 1.58 0.97 0.22 9.96
PLaYoffs 26 33:39 0.508 0.305 0.778 3.54 1.12 0.88 0.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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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만두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정선민. 중거리슛이 좋고 

패스 능력이 좋아서 좋아하는 음식 육류라면 뭐든지. 고기, 치킨 경기가 없는 날에는 

숙소에서 잠 자기 추천 노래 거미/구르미 그린 달빛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체력, 기본기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짱구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농구했던 선배님들 모두 

다 대단하고 존경한다 좋아하는 음식 고기, 떡볶이, 빵 경기가 없는 날에는 지인들 만

나기, 푹 쉬기 추천 노래 볼빨간 사춘기 노래 전부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

분 몸관리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V1

생년월일 1994.5.3.

신장/체중 181cm/69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봉의초-봉의여중-춘천여고

드래프트 2013년 7순위

프로경력 4년

minjeong_08

생년월일 1985.3.20.

신장/체중 181cm/82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문선초-삼천포여중-삼천포여고

드래프트 2004년 1순위

프로경력 13년

이적경력 2003 금호생명-2012 KB스타즈

jmr_no9(i), jung.ran.3(f)

김 민 정 KIM MIN JEONG FORWARD

정 미 란 JUNG MI RAN CENTER

8

9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 3:27 0 0 0 0.50 0 0 0 0
2014~2015 18 8:31 0.421 0.222 0.800 1.67 0.33 0.17 0.06 1.44
2015~2016 9 6:08 0.357 0 1.000 1.00 0.11 0.22 0 1.33

TOTAL 29 7:25 0.361 0.200 0.857 1.38 0.24 0.17 0.03 1.31
PLaYoffs 1 1:53 0 0 0 0 0 0 0 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21:31 0.360 0.440 0.778 2.63 1.37 0.66 0.49 5.54
2014~2015 35 32:40 0.318 0.353 0.724 4.57 1.66 1.20 0.43 6.63
2015~2016 34 25:22 0.250 0.353 0.722 3.26 0.82 0.76 0.15 3.91

TOTAL 370 28:05 0.446 0.343 0.747 4.09 1.48 0.88 0.52 7.12
PLaYoffs 38 29:06 0.324 0.318 0.750 3.53 1.21 0.82 0.21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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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Spring 가장 닮고 싶은 선배 타미카 캐칭 좋아하는 

음식 담양 숯불 갈비 경기가 없는 날에는 몸보신하고 커피숍가기, 데이트 추천 노래 

이선희.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인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웨이트. 몸싸

움에 밀리지 않기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부상 없이 시즌 마무리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왕비, 만비 가장 닮고 싶은 선배 함지훈 좋아하

는 음식 닭밝, 막창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영화 추천 노래 가을방학/가끔 미치도록 네

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감정기복, 자신감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날 보러 경기장에 오게 하기!

생년월일 1986.3.6.

신장/체중 176cm/64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광주중앙초-수피아여중-수피아여고-부천대

드래프트 2005년 3순위

프로경력 12년

이적경력 2004 우리은행-2007 금호생명- 

2013 하나외환-2015 KB스타즈

bomi.kim.330

생년월일 1994.10.24.

신장/체중 180cm/70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삼천포초-삼천포여중-삼천포여고

드래프트 2013년 6순위

프로경력 4년

HB.2222

김 보 미 KIM BO MI FORWARD

김 한 비 KIM HAN BI FORWARD

11

12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0 13:27 0.333 0.268 0.800 1.15 0.70 0.20 0.10 3.25
2014~2015 32 14:29 0.350 0.185 0.750 1.44 0.69 0.34 0.06 2.47
2015~2016 33 11:29 0.364 0.288 0.889 1.73 0.61 0.55 0.06 2.94

TOTAL 356 18:38 0.480 0.309 0.810 2.57 1.12 0.57 0.14 5.91
PLaYoffs 49 17:22 0.410 0.234 0.891 2.88 1.10 0.53 0.12 4.8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 3:32 0.333 0 0 0 0 1.00 0 2.00
2014~2015 10 5:02 0.600 0 0 0.40 0.40 0.10 0 1.20
2015~2016 6 5:31 0 0 0 0.17 0.33 0.33 0 0

TOTAL 17 5:07 0.350 0 0 0.29 0.04 0.24 0 0.82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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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간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우리팀 언니들 좋아하는 

음식 빵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숙소에서 편히 쉰다 추천 노

래 Jasmine Thompson/7Years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수비와 3점슛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리 팀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 내기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별명 수달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재활해서 복귀 잘 한 선배.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 과일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영화 보

기, 잠자기 추천 노래 포맨&박정은/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

비한 부분 부상 관리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부상 없이 시즌 치르기!

생년월일 1990.3.17.

신장/체중 176cm/67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선일초-선일여중-선일여고

드래프트 2009년 9순위

프로경력 8년

생년월일 1986.4.17.

신장/체중 184cm/78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인성초-인성여중-인성여고

드래프트 2005년 4순위

프로경력 12년

김 가 은 KIM GA EUN FORWARD

김 수 연 KIM SOO YEON CENTER

13

14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8 7:45 1.000 0.333 0 0.50 0.25 0.38 0.25 1.88
2014~2015 14 7:40 0.400 0.158 0.500 0.36 0 0.36 0.21 1.29
2015~2016 24 9:41 0.400 0.133 0.786 1.13 0.21 0.46 0.21 2.04

TOTAL 58 8:44 0.444 0.175 0.565 0.88 0.92 0.41 0.24 1.79
PLaYoffs 4 11:45 0.333 0.222 1.000 0.50 0.25 0.25 0.50 2.5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17:35 0.457 0 0.833 3.31 0.46 0.60 0.71 5.09
2014~2015  -
2015~2016  -

TOTAL 249 24:12 0.448 0.333 0.742 6.29 1.06 0.63 0.68 7.41
PLaYoffs 15 17:16 0.463 0 0.643 4.60 0.80 0.47 0.40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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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키가 커서 스카우트 별명 지니, 샤론, 뚠뚠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함지훈 

좋아하는 음식 다 잘먹지만 쁘띠첼 푸딩! 경기가 없는 날에는 숙소에서 쉬거나 집에 

간다 추천 노래 EXO&유재석/댄싱킹, 박효신/숨, 홍차/힘내쏭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리바운드, 디펜스, 포스트업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두나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강아정 좋아하는 음식 늘 

바뀌는데 요즘엔 고구마 말랭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사람을 꼭 만난다. 좋은 사람들

과 영화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추천 노래 저스틴 비버/Love Yourself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리바운드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생년월일 1995.5.16.

신장/체중 183cm/76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삼천포초-삼천포여중-수원여고

드래프트 2014년 4순위

프로경력 3년

Vini_516

생년월일 1996.7.20.

신장/체중 177cm/68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수정초-숭의여중-숭의여고

드래프트 2015년 2순위

프로경력 2년

 grace_jin_yeong 720(i), 김진영(f)

박 지 은 PARK JI EUN CENTER

김 진 영 KIM JIN YEONG FORWARD

17

21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 0:13 0 0 0 0 0 0 0 0
2014~2015 1 5:07 0.500 0 0 3.00 0 0 1.00 2.00
2015~2016 11 7:33 0.222 0 0.250 0.73 0.02 0.09 0 0.82

TOTAL 13 6:47 0.250 0 0.250 0.85 0.15 0.08 0.08 0.85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5 6:19 0.429 0 0.500 1.60 0.20 0 0 1.40
2015~2016 10 17:06 0.375 0 0.615 2.70 0.90 0.40 0.20 2.60

TOTAL 15 13:31 0.387 0 0.600 2.33 0.67 0.27 0.13 2.20
PLaYoffs 3 10:50 0.429 0 0 1.67 0 0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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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4살 때 별명 P 좋아하는 음식 멕시코 음식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추천 

노래 비욘세의 노래 전부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팀워크 2016~2017시

즌 꼭 이루고 싶은 것 KB스타즈의 우승을 돕고 싶다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2008년 별명 샤, 바쉬, 비 좋아하는 음식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경기가 없

는 날에는 쇼핑, 잠자기 추천 노래 크나리, 비욘세, 챈스 더 래퍼 새 시즌 가장 신경써

서 준비한 부분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승

생년월일 1981.8.30.

신장/체중 188cm/90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텍사스공대

드래프트 2라운드 2순위

WKBL경력 1년

@Daenforcer33

생년월일 1994.3.17.

신장/체중 188cm/86kg

출신학교 테내시대

드래프트 대체선수

WKBL경력 신입

Bash931

바샤라 그레이브스 BASHAARA GRAVES FORWARD

플레넷 피어슨 Plenette Michelle Pierson FORWARD

22

24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35 26:57 0.450 0.327 0.704 7.43 2.29 1.14 1.03 16.37

TOTAL 35 26:57 0.450 0.327 0.704 7.43 2.29 1.14 1.03 16.37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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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굿바이 레전드

새 시즌부터 KB스타즈에서 볼 수 없는 등번호가 있다. 바로 10번. ‘해결사’ 변연하의 

등번호다. 변연하는 지난 2015~2016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결심했다. 1999년 겨울

리그에 데뷔해 18시즌 동안 써오던 무수한 기록행진도 마무리 됐다. 신인상, 우수후

보선수상, 정규리그 MVP 등의 성과를 냈으며, WKBL 역사상 가장 많은 3점슛(1,014

개)을 기록했다. 7,863득점은 역대 2위 기록이다. 또 지난 시즌에는 5.37개의 어시스

트로 생애 첫 어시스트상도 수상했다.

연장전의 여왕

KB스타즈는 지난 시즌 5번이나 연장전을 치르면서 ‘연장전의 여왕’으로 거듭났다. 모

든 구단을 상대로 한 번씩 연장전을 가졌다. 이전 2시즌간은 연장이 한 번도 없었으나 

2015~2016시즌은 달랐다. 2015년 12월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가진 삼성생명과의 경

기에서는 2차 연장까지 가는 대접전(80-77)을 치렀다. 비록 연장전 전적은 2승 3패

이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덕분에 팬들에게도 흥미를 전하는 KB스타

즈만의 끈끈함을 확인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nUMBeR sToRY

숫자로 보는 KB스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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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자컵 우승

KB스타즈는 지난 여름 아산에서 열린 박신자컵 서머리그에서 KDB생명을 58-51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대회 MVP는 심성영이 됐다. KB스타즈에게는 의미 있

는 트로피였다. ‘레전드’ 변연하가 떠나면서 젊은 선수들이 한 발 더 뛰어야 하는 상황. 

이 가운데 정미란과 강아정 같은 고참들 없이 홍아란, 심성영, 김가은, 김민정 등이 분

투하면서 얻은 값진 성과였다. 안덕수 신임감독은 “이 분위기를 이어가 전원이 공을 

많이 공유하는 농구를 펼치겠다”며 출사표를 내밀었다.

양궁부대 전설은 계속

강아정은 FIBA 올림픽 최종예선 5경기

에서 평균 2.8개(성공률 34.1%)의 3점

슛으로 이 부문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

다. 평균 득점은 14.0점. 우리 대표팀 전

체 1위였다. 나이지리아와 쿠바 전에서

는 각각 22점씩을 기록했다. 두 경기에

서 꽂은 3점슛만 무려 10개. KB스타즈

는 강아정의 이러한 화력이 변연하 공백

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침 

김수연도 긴 공백기를 마치고 돌아온다. 

골밑이 탄탄해진 만큼 더 좋은 경기력이 

예상된다.

nUMB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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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신임감독 선임이었다.  

일본 여자농구리그(WJBL) 상송화장품 

안덕수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임명했다.  

시원하고 밝은 성격의 그는 팀 분위기를 

좀 더 활기차게 바꿔놓았다.  

경기 스타일에도 변화를 주어 전원이 

패스를 통해 공격에 가담하는 팀 칼라를 

주입, 새 시즌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변화의 흔적은 박신자컵 

서머리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미란과 강아정 등 고참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홍아란과 심성영 등 젊은 

선수들이 돌똘 뭉쳐 진경석 코치와 

함께 ‘마지막 날 웃는 팀’이 됐다. 한 

차례 퓨처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KB스타즈는 이 우승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팀’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KB스타즈는 5월 말, 

사천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선수들은 안덕수 감독이 

강조하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별토의, 강의, 야외활동 등을 통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사진은 안덕수 

감독을 위한 ‘외모 몰아주기(?)’ 

장면이다. 밝고, 발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의 여름은요!

pHOTO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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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사무국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로 137-6  

동진세무타운 4층

T. 031 553 8394 F. 031 553 8397

| 연습체육관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로 131 구리시체육관

T. 031 550 2591~2 F. 031 550 2808

| 홈 경기장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로 131 구리시체육관

T. 031 550 2591~2 경기장 좌석_ 총 1,170석

지하철_ 중앙선 구리역

버   스_ 지선버스:  51, 9, 91, 92, 1－1, 1－6, 15, 2000－1, 

2000－2, 2000－3번

 마을버스: 2, 2－1, 7번

| 입장권 안내 |

일반석_ 성인 5,000원│학생 3,000원

테이블석_ 20,000원  익사이팅석_ 10,000원

무료입장_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세 이하 어린이

예매처_ 티켓링크

● 구리시 
체육관

구리
시청

구리시립
체육공원

구리
백병원



kdB LiFE inSuranCE 
winnuS womEn’S 
BaSkEtBaLL tEam



TeAM 
HiSTORY

 발자취

KDB생명 위너스 여자농구단은 2010년 3월 모기업 산업은행이 금호생명을 인수하면서 새

롭게 출발하였다. 올해로 창단 15년째를 맞은 KDB생명 위너스 여자농구단의 전신은 금호

생명 팰컨스로 2000년 4월 창단해 WKBL의 6번째 구단으로 출범했다. 대부분의 신생팀들

이 그렇듯 승리보다 패배가 많았지만 신생팀다운 끝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창단 후 8시

즌 만인 2004년 겨울리그에서 ‘우승’을 이뤄냈다.

이후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젊고 강한 팀 컬러를 모색하던 위너스는 어린선

수들을 육성해가며 이후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선수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

기 시작했고 2007~2008시즌 이후 5시즌 연속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다. 위너스는 

2010~2011시즌 ‘정규리그 2위’, ‘통합 준우승’ 달성의 업적을 이뤄내며 신흥 명문구단으

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에 보답하고자 2016~2017시즌은 반드시 우승의 고지에 우뚝 서는 KDB생명 위너스의 모

습을 보여줄 차례다.

TeAM 
STORY

 팀 소개

2000년 4월 금호생명(現 KDB생명) 여자농구단 창단

2000년 6월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참가

2001년 6월 인천광역시와 연고지 협약 체결

2004년 3월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정규리그 3위 및 챔프전 우승

2005년 3월 KB스타배 2005 겨울리그 정규리그 준우승

2005년 4월 구리시와 연고지 협약 체결(연고지 이전: 인천광역시→경기도 구리시)

2008년 3월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2009년 3월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2010년 4월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2010년 6월 사명 변경(금호생명→KDB생명)

2011년 4월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위, 통합 준우승

2012년 3월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2위

2013년 3월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6위

2014년 3월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5위

2015년 3월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6위

2016년 3월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6위

TeaM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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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경은

g U a R D

7
한채진

g U a R D

11
조은주

f o R W a R D

13
카리마 크리스마스

f o R W a R D

1
김소담

C e N e R

TeAM BeST 5
 베스트 5

UnifORM
 유니폼

MASCOT
 마스코트

KDB생명 위너스 여자농구단의 마스코트 ‘차니’와 ‘뜨리’.

‘차니’와 ‘뜨리’는 민첩하고 부지런한 미어캣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캐릭터로서 빠른 공격과 

알찬 수비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 강한 위너스 농구단을 상징한다.

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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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팀명 연고지 코칭스태프

1998 라피도컵 여름리그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한빛은행배 1999 여름리그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이병국 감독 - 최경덕 코치

삼성생명 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이병국 감독 - 최경덕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인천 최경덕 감독 - 정해일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인천 신동찬 감독 - 이훈재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인천 신동찬 감독 - 이훈재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인천 신동찬 감독 - 이훈재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인천 신동찬 감독 - 이훈재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인천 김태일 감독 - 서대성 코치

KB스타배 2005 겨울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인천 김태일 감독 - 서대성 코치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구리 김태일 감독 - 서대성 코치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금호생명 펠컨스 구리 김태일 감독 - 서대성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금호생명 레드윙스 구리 서대성 감독 - 정재훈 코치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금호생명 레드윙스 구리 서대성 감독 - 정재훈 코치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 레드윙스 구리 이상윤 감독 - 김영주 코치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 레드윙스 구리 이상윤 감독 - 김영주, 정미라 코치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 레드윙스 구리 이상윤 감독 - 김영주 코치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위너스 구리 김영주 감독 - 박영진 코치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위너스 구리 김영주 감독 - 박영진 코치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위너스 구리 이옥자 감독 - 이문규 코치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위너스 구리 안세환 감독 - 최명도, 유영주 코치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위너스 구리 안세환 감독 - 박수호, 유영주 코치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위너스 구리 김영주 감독 - 박수호, 박영진 코치

TeAM ReVieW

부진 탈출이 쉽지 않은 시즌이었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플레넷 피어슨을 선발하며 기대감이 컸

다. 2라운드에서 비키 바흐를 선발하면서 약점이었던 골밑을 보강했다는 평가였다. 국내선수들이 버티는 외곽도 경

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조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연장전 끝에 승부를 내준 개막전부터 시작해 9연패로 시즌의 

문을 열었고, 한 번 더 10연패를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플레이오프 탈락이 예견됐다. 팔방미인 피어슨도 집중마크

를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바흐도 시즌 내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 했다. 이경은은 고질적인 어깨 통증으로 완

전한 몸상태가 아니었지만 팀을 이끌며 고군분투 했다. 결국 KDB생명은 7승 28패,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해야 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퓨처스리그에서 우승을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

히 진안은 MVP에 선정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KDB생명은 진안 외에도 김시온, 안혜지 등 젊은 유망주들이 많은 팀

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는 외국인선수 드래프트를 통해 카리마 크리스마스를 영입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크리스마스의 가세가 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5~2016 ReVieW 지난 시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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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G Min FG% 3P% FT% RPG APG SPG BPG PPG

구   슬 31 17:50 35.3 31.8 52.6 2.8 1.0 0.5 0.1 4.3

김소담 35 19:42 42.7 0 81.8 2.8 0.5 0.4 0.4 4.3

김시온 6 7:48 33.3 0 0 1.3 0.7 0.3 0 0.7

김진영 23 15:19 27.4 23.3 54.5 1.2 0.8 0.3 0 2.0

노현지 35 12:44 27.3 23.6 53.8 1.3 0.5 0.4 0.1 1.9

비키 바흐 35 13:23 44.5 0 74.0 5.0 0.6 0.7 0.7 6.6

안혜지 18 4:26 37.5 28.6 50 0.6 0.7 0.1 0 0.9

이경은 35 34:46 38.4 36.7 85.9 4.3 4.4 1.4 0.1 11.3

전보물 2 2:45 0 0 0 0 0.5 0 0 0

정유진 3 4:16 16.7 16.7 0 0.3 0.5 0 0 1.0

조은주 32 27:23 35.7 26.1 83.3 3.2 1.7 0.6 0.1 7.9

진   안 4 2:45 41.7 0 50 1.0 0 0.3 0.3 2.8

최원선 19 14:08 37.9 0 72.7 2.3 0.9 0.3 0.2 2.7

플레넷 35 26:57 45.0 32.7 70.4 7.4 2.3 1.1 1.0 16.4

한채진 34 30:39 38.9 25.2 83.1 3.1 1.6 1.2 0.3 8.0

허기쁨 12 7:08 26.3 0 50 1.2 0.1 0 0.2 0.9

TEAM DATA 35 39.3 29.5 74.2 32.5 13.9 6.7 2.9 63.5

2015~2016 pLAYeR SUMMARY

pLAYeR MOVeMenT
IN OUT

- 허기쁨(은퇴), 최원선(은퇴), 전보물(임의탈퇴), 구슬(임의탈퇴)

2015~2016 LeADeR BOARD
구분 정규리그 평균 플레이오프 평균 챔피언결정전 평균

득점 플레넷(16.4)

리바운드 플레넷(7.4)

어시스트 이경은(4.4)

3점슛 이경은(1.7)

스틸 이경은(1.4)

블록슛 플레넷(1.0)

TeAM DATA
시즌/상대팀 KB스타즈 삼성생명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시즌 전적

2013~2014 2승 5패 4승 3패 6승 1패 1승 6패 1승 6패 14승 21패

2014~2015 1승 6패 2승 5패 2승 5패 1승 6패 7패 6승 29패

2015~2016 2승 5패 1승 6패 1승 6패 3승 4패 7패 7승 28패

최근 3시즌 상대팀간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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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주 안양수 사무국장 이석재 사무차장 남익현

단장 안길상 부단장 김명호

TeAM STAff
 팀 스태프

COACHing STAff
 코칭스태프

kdB LiFE inSuranCE 
winnuS womEn ’S 
BaSkEtBaLL tEam

감독 김영주 매니저 강은미 매니저 이현정 통역 김소연

코치 박영진

트레이너 한유림트레이너 정광진트레이너 최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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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fRoM HeADCOACH

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젊은 선수들 기량을 키우는데 많

은 시간을 할애했다. 경기 운영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했기

에 연습경기 위주로 많이 진행했다. 또 수비와 리바운드에

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였기에 기본적인 부

분을 더 강조했다. Q 이번 시즌 구상하는 팀 색깔은 타이

트한 수비에서 이어지는 공격을 강조하는 편이다. 강한 수

비부터 시작해 이루어지는 공격들을 많이 준비했다 Q 팀 

중심이 되어줄 선수는 이경은이다. 이번 시즌 주장이고, 팀

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팀 재건

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선수다. Q 외국인선수에게 거는 기대

는 카리마 크리스마스는 이미 검증된 선수다. 반면 티아나 

하킨스는 한국 무대를 처음 밟아 지켜봐야 한다. 크리스마

스는 아웃사이드인 반면, 하킨스는 인사이드 선수기 때문

에 장점을 잘 조합해봐야 할 것이다 Q 기대되는 선수는 진

안, 노현지, 김소담, 김시온, 안혜지…. 젊은 선수들이 잘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이번 시즌 팀이 잘 운영될 것이다. Q 여

름동안 가장 성장한 선수가 있다면 지난 시즌에 비해 다들 

조금씩 좋아졌다. 특히 정유진이 슛에서 안정감을 찾고, 자

신감을 얻은 것 같다. 리바운드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하

려는 의지가 강하다. 김소담, 노현지 역시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Q 올 시즌 목표는 

3강이다. 지난 시즌에 많이 배웠고, 좋은 외국인선수도 영

입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 

따라서 목표는 3강이다. Q 올 시즌 우리 팀 라이벌은 누구 

다 힘든 상대다. 라이벌을 꼽기보다 매 경기에 집중할 것이

다. Q 우승하면 ◯◯◯◯을 하겠다! 팬들을 위한 공약 한 

가지! 팬분들을 초대해 선수들과 팬 미팅을 주선하겠다.

감독 김영주

젊은 선수들 성장!  
3강 진입이 목표

생년월일 1968년 5월 17일
출신교 휘문고-경희대
주요경력 2000~2006 춘천 우리은행 코치
 2007~2010 구리 KDB생명 코치
 2010~2012 구리 KDB생명 감독
 2013. 8  제35회 윌리엄존스컵  

 여자농구팀 감독
 2014. 10  제17회 FIBA 세계여자농구 

선수권대회 대표팀 감독
 2015~현재 KDB생명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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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TeAM SCHeDULe

1
RoUND

10월 30일 (일) KB스타즈 : KDB생명 청주 원정

11월 04일 (금) KDB생명 : 신한은행 구리 홈

11월 09일 (수) 우리은행 : KDB생명 아산 원정

11월 11일 (금) 삼성생명 : KDB생명 용인 원정

11월 14일 (월) KDB생명 : KEB하나은행 구리 홈

2
RoUND

11월 17일 (목) KDB생명 : 삼성생명 구리 홈

11월 20일 (일) KDB생명 : 우리은행 구리 홈

11월 25일 (금) KEB하나은행 : KDB생명 부천 원정

11월 27일 (일) KDB생명 : KB스타즈 구리 홈

12월 01일 (목) 신한은행 : KDB생명 인천 원정

3
RoUND

12월 04일 (일) KB스타즈 : KDB생명 청주 원정

12월 07일 (수) 삼성생명 : KDB생명 용인 원정

12월 10일 (토) KDB생명 : 우리은행 구리 홈

12월 12일 (월) 신한은행 : KDB생명 인천 원정

12월 16일 (금) KDB생명 : KEB하나은행 구리 홈

4
RoUND

12월 21일 (수) 우리은행 : KDB생명 아산 원정

12월 25일 (일) KDB생명 : KEB하나은행 구리 홈

12월 30일 (금) KDB생명 : KB스타즈 구리 홈

01월 01일 (일) KDB생명 : 삼성생명 구리 홈

01월 04일 (수) KDB생명 : 신한은행 구리 홈

5
RoUND

01월 07일 (토) 신한은행 : KDB생명 인천 원정

01월 11일 (수) KEB하나은행 : KDB생명 부천 원정

01월 18일 (수) KB스타즈 : KDB생명 청주 원정

01월 20일 (금) KDB생명 : 우리은행 구리 홈

01월 25일 (수) 삼성생명 : KDB생명 용인 원정

6
RoUND

02월 01일 (수) KDB생명 : 삼성생명 구리 홈

02월 05일 (일) 우리은행 : KDB생명 아산 원정

02월 08일 (수) KEB하나은행 : KDB생명 부천 원정

02월 10일 (금) KDB생명 : 신한은행 구리 홈

02월 13일 (월) KDB생명 : KB스타즈 구리 홈

7
RoUND

02월 18일 (토) KDB생명 : 삼성생명 구리 홈

02월 23일 (목) KEB하나은행 : KDB생명 부천 원정

02월 27일 (월) KDB생명 : 우리은행 구리 홈

03월 02일 (목) 신한은행 : KDB생명 인천 원정

03월 05일 (일) KDB생명 : KB스타즈 구리 홈

크리스마스 영입으로 KDB생명 전력이 크게 좋아

졌다. 크리스마스는 공격력이 좋고, 리바운드, 수

비, 궂은일도 잘 해내는 선수다. 국내선수로는 한

채진에게 기대를 걸고 싶다. 지난 시즌 부상 때문

에 부진했던 만큼, 이번 시즌은 기본은 할 거라 본

다. 이경은도 포인트가드로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다른 팀이 주축선수들이 은퇴하면서 전력이 

약화된 반면 KDB생명은 국내선수들이 꾸준히 손

발을 맞춰왔다. 자신감을 갖는다면 플레이오프 진

출도 가능할 것이다.

COMMenT 해설위원이 전망하는 KDB생명

[평점기준] 총 5점 만점 / 단위 : 0.5

수비

조직력

공격

외국인선수

공격 4.5

수비 3.5

조직력 3.5

외국인선수 4.5

식스맨 3

TeaM infORMATiOn

식스맨

※ 경기시간_ 평일 19시, 주말 및 공휴일 17시 

※ 중계사정으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해설위원 정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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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체력운

동과 연습경기를 하며 보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이 있어

서 재활에 임하다 박신자컵 이후 팀에 합류해 운동을 같이

했다. 팀 훈련은 지난 시즌에 잘 안됐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Q 주장으로서 팀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는?

나이가 어리지만 진안 선수를 기대한다. 우리 팀이 파워포

워드 포지션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 가르쳐 주고 싶다. 활력소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Q 외국인선수들과의 호흡은 카리마 크리스마스는 워낙 성

실한 선수로 유명하다. 상대 선수로 봤을 때도 궂은일이나 

공격,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것 없이 해냈던 선수다. 스타

일도 알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기반을 다져놓고, 맞추면 

잘 될 것 같다. 반면 티아나 하킨스는 처음이라 서서히 맞

춰가야 할 것 같다. Q 주장으로서 생각하는 우리 팀의 장

점과 단점은 워낙 지난 시즌에 안 좋은 모습만 보였다. 지

난 시즌은 1, 2쿼터에 잘하다가 후반에 뒤지는 경기가 많

았다. 이번 시즌에는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전반 분

위기를 잘 이어가 후반에도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할 

것 같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겠다. Q 팀 분위기가 안 좋

을 때 분위기메이커 역할은 누가 하는지 진안이가 가끔 그

런다. 나이도 어리고 대만에서 왔기에 아직 한국말에 서툰 

점이 있다. 감독님이 화를 내시다가도 진안이가 엉뚱한 대

답을 하면 웃곤 하신다. 진안이가 가끔 의도치 않게 그런 

역할을 한다. Q 새 시즌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개막전 승

리다. 지난 시즌 KEB하나은행과 개막전에서 연장까지 갔

는데, 다 이긴 경기를 내줬다.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

데, 농구는 분위기 싸움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

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후는 3강을 무조건 가야 한다.

주장 이경은

초반 분위기가 중요! 
3강 진입 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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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배혜윤. 포스트업할 때 스

텝을 잘 이용해서 좋아하는 음식 치킨 경기가 없는 날에는 쉬거나 영화보기 추천 

노래 박효신/동경, 숨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체력적인 부분이나 수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 진출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학교 선생님의 권유 별명 썬써니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경은. 플레이와 

운동, 경기에 대한 마음가짐 좋아하는 음식 초콜릿, 단 음식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잠

자기, 영화보기 추천 노래 로꼬/너도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정신력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생년월일 1993.1.4.

신장/체중 186cm/73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산곡북초-옥천여중-옥천상고

드래프트 2011년 3순위

프로경력 6년

daming_01

생년월일 1997.3.21.

신장/체중 179cm/68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선일여중-선일여고

드래프트 2016년 11순위

프로경력 1년

sunh_321

김 소 담 KIM SO DAM CENTER

김 선 희 KIM SUN HEE FORWARD

1

2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5 9:37 0.528 0 0.727 1.16 0.60 0.16 0.04 2.88
2014~2015 35 24:44 0.432 0.381 0.833 3.54 1.57 0.43 0.29 6.74
2015~2016 35 19:42 0.429 0 0.818 2.83 0.54 0.43 0.40 4.26

TOTAL 109 16:56 0.440 0.372 0.813 2.45 0.83 0.33 0.25 4.36
PLaYoffs 1 0:38 1.000 0 0 0 0 0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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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올챙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미선. 전체적인 농구 

센스를 닮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볶음김치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맛집투어  추천 노래 

김범수/하루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매 시즌마다 부상이 따라 다녔기 때

문에 ‘부상 조심’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 진출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너구리 좋아하는 음식 한식(김치찌개) 경기가 없

는 날에는 그때마다 다르지만, 마트가서 장보기를 가장 좋아한다 추천 노래 Justin 

Bieber/Love Yourself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우리팀이 가장 부족했던 부

분을 많이 준비했다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 진출

생년월일 1984.3.14.

신장/체중 165cm/58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화서초-수원제일중-수원여고

드래프트 2003년 3순위

프로경력 14년차

이적경력 2002 KB국민은행-2005 우리은행- 

2008 금호생명

생년월일 1987.7.13.

신장/체중 173cm/62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선일초-선일여중-선일여고-부천대

드래프트 2006년 2순위

프로경력 11년차

이적경력 2005 금호생명-2006 우리은행- 

2007 금호생명

김 진 영 KIM JIN YOUNG GUARD

이 경 은 LEE KYUNG EUN GUARD

3

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0 15:32 0.476 0.167 1.000 0.90 1.10 0.90 0 3.30
2014~2015 22 10:59 0.258 0.333 0.833 1.00 0.95 0.45 0 2.00
2015~2016 23 15:19 0.313 0.233 0.545 1.17 0.78 0.26 0 2.04

TOTAL 295 17:39 0.375 0.282 0.741 1.31 1.39 0.56 0.03 3.44
PLaYoffs 25 9:36 0.333 0.182 1.000 0.80 1.00 0.28 0.16 1.48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4 33:27 0.521 0.393 0.833 2.82 4.50 0.62 0.26 9.38
2014~2015 30 32:22 0.469 0.366 0.846 3.40 3.63 0.97 0.13 10.63
2015~2016 35 34:46 0.400 0.367 0.859 4.31 4.43 1.37 0.06 11.26

TOTAL 335 27:58 0.465 0.332 0.808 2.96 3.51 0.81 0.14 8.18
PLaYoffs 33 24:17 0.430 0.338 0.741 2.48 2.76 0.61 0.3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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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담임 선생님 권유로 별명 채소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전주원 좋아하는 음식 

케익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맛집 가기, 커피숍 여유부리기 추천 노래 산들-마음을 삼킨

다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벨란스 잡기, 수비 연습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챔프전 올라가기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이웃 주문의 권유로 별명 별★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우리은행 이은혜. 학

교때부터 언니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왔다. 숙명 파이팅 좋아하는 음식 면 경

기가 없는 날에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대범함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 진출 

생년월일 1984.3.14.

신장/체중 174cm/63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천호초-성덕여중-성덕여상-명지대

드래프트 2003년 5순위

프로경력 14년차

이적경력 2002 현대 - 2008 금호생명

생년월일 1993.1.29.

신장/체중 175cm/64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동명초-숙명여중-숙명여고

드래프트 2011년 10순위

프로경력 6년차

한 채 진 HAN CHAE JIN FORWARD

노 현 지 NOH HYUN JI FORWARD

7

8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37:40 0.456 0.390 0.787 4.37 2.51 1.71 0.37 11.63
2014~2015 35 30:51 0.468 0.345 0.820 3.00 2.09 1.11 0.29 7.91
2015~2016 34 30:39 0.504 0.252 0.831 3.15 1.56 1.18 0.26 8.00

TOTAL 389 26:40 0.484 0.339 0.791 3.05 1.51 1.06 0.33 8.54
PLaYoffs 38 19:02 0.518 0.316 0.723 2.29 0.82 0.87 0.11 6.0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1 5:55 0.333 0.100 0.667 0.87 0.16 0.10 0.03 0.65
2014~2015 30 9:14 0.650 0.296 0.800 1.13 0.57 0.53 0.03 1.80
2015~2016 35 12:44 0.333 0.236 0.538 1.34 0.49 0.37 0.09 1.94

TOTAL 113 8:31 0.405 0.214 0.520 1.10 0.36 0.30 0.06 1.35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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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별명 피글렛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이정현. 항상 긍정

적이고 성실하다 좋아하는 음식 회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맛있는거 먹으러 간다 추

천 노래 넬/기억을 걷는 시간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벤치 세레모니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 진출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운명적으로  별명 팜프파탈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노현지. 생리현상에 관대

하다 좋아하는 음식 팥죽 경기가 없는 날에는 못드린 예배를 드리거나 맛있는거 먹…

어요(조금만 ^^;)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체중감량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지난시즌보다 게임에 좀 더 투입되고 싶다

생년월일 1995.5.29.

신장/체중 177cm/64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상주중앙초-상주여중-상주여고

드래프트 2014년 2순위

프로경력 3년차

jung.you.jin_93

생년월일 1996.4.2.

신장/체중 175cm/74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백산초-수원제일중-수원여고

드래프트 2015년  6순위

프로경력 2년차

김 시 온 KIM SI ON GUARD

홍 소 리 HONG SO RI FORWARD

9

1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8 8:30 0.500 0.333 0.500 0.63 0.75 0.13 0 1.75
2014~2015 23 6:38 0.176 0.125 0.833 0.74 0.96 0.13 0.09 0.83
2015~2016 6 7:48 0.500 0 0 1.33 0.67 0.33 0 0.67

TOTAL 37 7:13 0.323 0.154 0.786 0.81 0.86 0.16 0.05 1.00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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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학교 선생님의 권유 별명 조뎅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박정은. 선수시절 노련

함과 플레이가 너무 멋있어서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숙소에서 쉬

거나 친구들 만남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수비적인 부분 2016~2017시

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 진출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다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권유 별명 이정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우리은행 

양지희. 수비센스 좋아하는 음식 연어 경기가 없는 날에는 푹쉬며 힐링하기 추천 노

래 하나되어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복귀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플레이오프 진출

생년월일 1983.11.8.

신장/체중 182cm/69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산곡북 초-부일여중-명신여고

드래프트 2002년 4순위

프로경력 15년차

이적경력 2001 삼성생명-2006 금호생명-

2013 신한은행-2015  KDB생명

생년월일 1992.5.21.

신장/체중 188cm/83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강서초-청주여중-청주여고

드래프트 2011년 2순위

프로경력 6년차

이적경력 2010 우리은행-2014 KDB생명

ejng0962

조 은 주 CHO EUN JOO FORWARD

이 정 현 LEE JEONG HYUN CENTER

11

1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20:55 0.411 0.312 0.761 2.37 1.29 0.26 0.20 6.43
2014~2015 32 20:54 0.357 0.230 0.821 2.10 1.00 0.28 0.12 5.70
2015~2016 32 27:23 0.430 0.261 0.833 3.16 1.69 0.63 0.06 7.94

TOTAL 388 24:13 0.439 0.246 0.770 2.52 1.43 0.43 0.15 7.54
PLaYoffs 42 22:21 0.432 0.250 0.758 2.00 1.14 0.38 0.12 6.45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 4:44 0.500 0 0 0.30 0.30 0 0 1.30

TOTAL 42 8:28 0.465 0 0 1.74 0.14 0.14 0.07 2.83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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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4 겨울방학 별명 찐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아이스크림, 빵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친구들 만남, 영화보거나 자전거타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

분 수비적인 부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부상없이, 플레이오프 진출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공부하기 싫어서  별명 난쟁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노현지. 성실해서 좋

아하는 음식 밀크티 경기가 없는 날에는 누워있기 추천 노래 마마무 노래 다, 강하

늘 조개껍질묶어, Justin Bieber/Love yourself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슛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지난 시즌 보다는 더 나아진 모습

생년월일 1993.3.22.

신장/체중 174cm/67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산곡북초-옥천여중-청주여고

드래프트 2012년 6순위

프로경력 5년차

jung.you.jin_93

생년월일 1997.2.12.

신장/체중 163cm/63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부산대신초-동주여중-동주여고

드래프트 2015년 1순위

프로경력 2년차

anheji0212

정 유 진 Jeong You Jin GUARD

안 혜 지 An Hye Ji GUARD

17

3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3 4:16 0 0.167 0 0.33 0 0 0 1.00

TOTAL 6 3:15 0.500 0.143 0 0.33 0 0 0 0.83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9 7:46 0.333 0 0.750 0.78 1.00 0 0 1.22
2015~2016 18 4:26 0.444 0.286 0.500 0.56 0.72 0.11 0 0.94

TOTAL 27 5:33 0.417 0.182 0.667 0.63 0.81 0.07 0 1.04
PLaYoffs -

K
D

B LIFE IN
SU

RAN
CE W

IN
N

U
S w

om
en

 ’s b
Asketb

All teAm

137

Team Player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중학교 2학년 별명 kimi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소담. 언니가 많이 알려주

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음식 칼국수 경기가 없는 날에는 취침 추천 노래 서인국/All for 

you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마인드 컨트롤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구멍 안내고 잘 시작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마이클 조던 보다가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챔피언

생년월일 1996.3.23.

신장/체중 184cm/72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수원여고

드래프트 2016년 2순위

프로경력 1년차

생년월일 1986.9.11

신장/체중 181cm/81kg

출신학교 듀크대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

WKBL경력 1년

진  안 Jin An FORWARD

카리마 크리스마스 Karima Christmas FORWARD

31

1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4 2:45 0.417 0 0.500 1.00 0 0.25 0.25 2.75

TOTAL 4 2:45 0.417 0 0.500 1.00 0 0.25 0.25 2.75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35 28:30 0.472 0.345 0.779 9.77 2.09 1.57 0.34 16.86

TOTAL 35 28:30 0.472 0.345 0.779 9.77 2.09 1.57 0.34 16.86
PaLYoffs 2 39:31 0.324 0.167 0.700 12.50 4.50 1.50 0.5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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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할아버지 권유로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챔피언

생년월일 1991.3.2

신장/체중 191cm/87kg

출신학교 MARYLAND

드래프트 2016년 2라운드 10순위

WKBL경력 신입

티아나 하킨스 Tianna Hawkins CENT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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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단 후 최다 연패

KDB생명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2015~2016시즌이었다. 시작부터 꼬였다. 12월 

18일 KEB하나은행 전 패배로 팀 기록인 11연패를 기록했다. KB스타즈를 꺾고 42일

만에 연패 탈출에 성공, 다시 2연승을 달리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선수들은 그 아픔을 거울삼아 새 시즌은 출발부터 신중히 하겠다는 각오다.

퓨처스리그 우승 

비록 1군 정규리그에서는 고개를 떨어뜨렸지만, KDB생명은 늘 퓨처스리그만큼은 

강세를 발휘해왔다. 2014년, 김소담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초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KDB생명은 퓨처스리그 통산 2회 우승과 함께 

2015년 박신자컵 우승을 기록 중이다. ‘앞날’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성적이

다. MVP 진안과 노현지, 안혜지 등 유망주들이 많다. 그들의 성장이 꾸준히 이어진다

면 KDB생명도 ‘신정자 시대’ 이후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nUMBeR sToRY

숫자로 보는 KDB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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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기대되는 2순위들

2016~2017시즌 KDB생명의 도약에

는 2015년 드래프트 2순위 진안(20, 

184cm)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수원여고 출신인 진안은 작

지 않은 키와 탄력으로 데뷔 첫 시즌 만

에 퓨처스리그 MVP 영예를 안았다. 지

난 박신자컵에서도 활약했던 만큼, 새 

시즌에도 식스맨으로서 활력소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선수 드

래프트에서 2순위로 선발한 카리마 크

리스마스(27, 183cm)는 ‘살림꾼’ 역할

을 해줄 것이다. 2014~2015시즌 신

한은행에서 뛰었던 크리스마스는 키는 

작지만 탱크같은 플레이로 리바운드, 

속공 전개, 외곽 득점까지 책임진 바 있

다. 

아쉬운 접전

KDB생명은 지난 시즌 5점차 이내 승

부를 15번이나 가졌다. 흔히 말하는 

‘접전’을 가장 자주 치른 팀인 셈. 비록 

플레이오프 진출은 실패했지만 그저 

무기력하게만 물러나진 않았다는 의미

다. 숙제는 ‘접전’의 승률을 높이는 것

이다. 5점차에서 결정된 15번의 승부

에서 3승 12패에 그쳤다. 연장전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경기도 많았다. 의미 

있는 승부도 있었다. 2월 28일 신한은

행전은 연장까지 가서 78-74로 이겼

다. 주장 이경은과 슈터 한채진, 조은주 

등 베테랑과 외국인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뤄진다면 충분히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걸 보인 경기였다.

nUMB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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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KDB생명의 

발걸음은 태백에서 시작됐다. 

5월 30일부터 2주간 태백산을 달리며 정상 

도약을 꿈꿨다.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태백전지훈련은 크로스컨트리, 웨이트 

트레이닝, 체육관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KDB생명은 올 여름 일본, 중국 등에서도 

훈련을 가졌다. 선수들을 고르게 기용하며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김영주 감독과 KDB생명 구단은 이들의 

기술발전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스킬 

트레이너(타일러 랠프)를 초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자 했다. 

연습경기를 통한 시즌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난 시즌 중국여자프로농구 

4강팀인 광동을 상대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는 등 선전했던 KDB생명은 

국내에서도 남중, 남고 및 프로팀들과 

경기하며 2016~2017시즌을 대비했다.

전지훈련을 통해 끌어올린 체력과 

조직력은 박신자컵에서 중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5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KDB생명은 

2년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 

KB스타즈에 우승을 내줘야 

했다. 그러나 김소담과 노현지, 

안혜지와 진안 등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의 여름은요!

pHOTO sToRY





www.hanafnbasketball.com

kEB hana Bank 
womEn’S 
BaSkEtBaLL tEam

| 구단 사무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71

T. 031 203 2497 F. 031 203 2498 

| 연습체육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71

T. 031 202 2145

| 홈 경기장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부천실내체육관

T. 032 340 0771 경기장 좌석_ 6,200석 

지하철_  1호선(인천 방면) 송내역 2번 출구에서 택시 또는 

버스를 이용하신 후, 부천 체육관 앞 하차

  7호선 부천시청역 4번 출구에서 하나은행 

부천시청역지점 앞에서 오른쪽방향 도보 20분 

버  스_ 부천역: 5번(역곡), 66번, 5-5번

 송내역: 7-1번, 8번, 83번, 50-1번, 302번

 부천시청역: 7-1번, 8번, 50-1번, 19번

| 입장권 안내 |

일반석_ 성인 5,000원│학생 3,000원 

무료입장_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매처_ 인터파크

● 부천 
실내체육관

레미안
아파트

부천중원
초등학교

약대주공
1단지 아파트





TeAM 
HiSTORY

 발자취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은 1998년 7월 창단한 ‘신세계 쿨캣 여자농구단’을 하나금융그룹

이 인수하며 2012년 9월 하나외환 여자농구단으로 창단하였다. 2015년 9월 그룹의 하나

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되어 KEB하나은행으로 출범함에 따라 구단명을 KEB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10월 연습체육관을 신갈 KEB하나은행 연수원 내로 이전하면서 새로

운 마음과 각오로 다시 시작한다. 매 경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드릴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승리하여 지금껏 보여주신 사랑에 보답하겠다.

79회 전국체전우승, 32회 대만존스컵 우승 등 그간 쌓아온 업적을 바탕으로 젊고 패기 넘

치는 에너지를 충전해 한국여자농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명문구단이 될 것이다. KEB하나

은행 여자농구단은 건강하고 즐거운 농구경기를 통해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며 항상 

함께 할 것이다.

TeAM 
STORY

 팀 소개

1998년 7월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의 전신인 신세계 쿨캣 여자농구단 창단

1998년 8월 라피도컵 1998 여름리그 챔프전 준우승

1998년 9월 제79회 전국체전 우승

1999년 3월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챔프전 우승

2000년 7월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통합 우승

2001년 9월 신세계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통합 우승

2002년 3월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챔프전 우승

2002년 3월 한일 W-리그 챔피언십 초대 우승

2003년 1월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정규리그 4위

2003년 9월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정규리그 2위 

2006년 7월 연고지 경기도 부천시로 이전

2008년 3월 우리 V카드 2007~2008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2009년 3월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2010년 7월 제 32회 대만 존스컵 우승

2012년 3월 신세계ㆍ이마트 2011~2012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5위

2012년 9월 하나외환 여자농구단 창단

2013년 3월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5위

2014년 3월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6위 

2015년 3월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5위 

2015년 9월 구단명 변경 하나외환 여자농구단 →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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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지현

g U a R D

11
강이슬

g U a R D

13
김정은

f o R W a R D

9
백지은

f o R W a R D

10
나탈리 어천와

C e N T e R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의 마스코트 ‘별돌이와 별송이’는 24년전 탄생한 캐릭터로 모든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먼 우주에서 지구로 왔습니다. 별돌이와 별송이는 순

간이동이 가능하고 온갖 기술을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천하무적의 농구단을 이끌 것

입니다.

TeAM BeST 5
 베스트 5

UnifORM
 유니폼

MASCOT
 마스코트

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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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팀명 연고지 코칭스태프

1998 라피도컵 여름리그 신세계 쿨캣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한빛은행배 1999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한빛은행배 1999 여름리그 신세계 쿨캣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신세계 쿨캣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삼성생명 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신세계 쿨캣 광주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광주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신세계 쿨캣 광주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광주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신세계 쿨캣 광주 이문규 감독 - 이호근 코치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광주 김윤호 감독 - 김현주 코치

KB스타배 2005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광주 김윤호 감독 - 김현주 코치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신세계 쿨캣 광주 김윤호 감독 - 정인교 코치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부천 김윤호 감독 - 정인교 코치

신세계·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신세계 쿨캣 부천 정인교 감독대행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신세계 쿨캣 부천 정인교 감독 - 조동기 코치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신세계 쿨캣 부천 정인교 감독 - 조동기 코치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신세계 쿨캣 부천 정인교 감독 - 조동기 코치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신세계 쿨캣 부천 정인교 감독 - 조동기 코치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신세계 쿨캣 부천 정인교 감독 - 조동기 코치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신세계 쿨캣 부천 정인교 감독 - 조동기 코치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하나외환 부천 조동기 감독 - 김희선 코치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하나외환 부천 조동기 감독 - 김희선 코치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하나외환 부천 박종천 감독 - 신기성, 정선민 코치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KEB하나은행 부천 박종천 감독 - 신기성, 정선민 코치

TeAM ReVieW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서 희망을 찾은 시즌이었다. 한국여자농구 대표 득점원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이 부상으로 고

전하고, 주전 가드 신지현이 십자인대 수술 후 전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잇몸’들이 올라오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

다. 국가대표 슈터로 거듭난 강이슬은 상대 집중견제 속에서도 장기인 3점슛을 꽂았으며, 신인상 출신 김이슬 역시 

재치있는 패스와 경기운영으로 주전가드라는 중책을 잘 이행했다. 선수 ‘발전’ 측면에서는 ‘이슬 자매’외에도 수확이 

많았다. 만년 기대주였던 염윤아가 중고참으로 올라서면서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보였다. 경험을 살려 후배들을 이

끌고, 본인 찬스도 잘 만들어냈다. 덕분에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 모든 부문에서 데뷔 후 최고 성적을 기록했

다. KEB하나은행이 캐낸 또 한 명의 진주는 바로 서수빈이었다. 은퇴기로에 있던 서수빈의 재치있는 패스가 KEB하

나은행의 새 활력소가 됐다. 아직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김이슬과는 또 다른 장점을 선사하며 가드진을 두껍게 해줄 

전망. 비록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꺼내기 힘든 기억 하나를 떠안게 됐지만, 이처럼 KEB하나은행에는 밝고 즐거운 미

래가 가득하다. KEB하나은행은 이환우 감독대행을 그들의 성장을 동력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연구하는 지도자’로 

평가되는 이환우 감독대행은 여자 아마농구를 잘 알고 있는 김완수(전 온양여고) 코치, WKBL 출신 정진경 코치와 함

께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더 좋은 추억을 위해 한걸음 내딛은 KEB하나은행의 새 시즌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5~2016 ReVieW 지난 시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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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G Min FG% 3P% FT% RPG APG SPG BPG PPG

강이슬 35 29:38:00 32.6 35.6 77.1 3.4 1.0 0.7 0.1 9.0

김이슬 34 23:54 35.0 32.6 71.4 2.1 3.4 1.0 0.1 5.0

김정은 19 23:43 35.5 31.7 68.8 2.8 1.8 0.7 0.5 6.5

김지영 4 1:40 0 0 0 0.8 0.3 0 0.3 0

리스턴 14 8:47 39.3 38.2 62.5 1.6 0.5 0.4 0.1 5.1

모스비 35 25:27:00 47.8 23.8 77.9 6.8 1.8 1.1 0.9 13.5

백지은 35 15:05 31.2 19.4 45.0 2.1 1.0 0.4 0.1 3.1

서수빈 30 15:38 25.3 20.6 60 1.7 1.7 0.6 0 2.0

염윤아 35 24:58:00 40.3 28.9 59.5 4.0 2.0 0.9 0.2 5.1

이수연 3 2:29 0 0 0 0.7 0 0 0 0

이하은 2 3:28 0 0 0 1.0 1.0 0 0 0

홍보람 26 12:40 32.2 22.9 50 1.2 0.3 0.3 0.1 2.1

휴스턴 15 24:08:00 50.7 38.1 75.7 7.9 2.2 1.3 1.2 19.2

TEAM DATA 35 26.4 13.1 5.7 2.4 52.5

2015~2016 pLAYeR SUMMARY

pLAYeR MOVeMenT
IN OUT

박언주(트레이드) 홍보람(트레이드), 황승미(임의탈퇴), 박은진(은퇴), 박현영(임의탈퇴)

2015~2016 LeADeR BOARD
구분 정규리그 평균 플레이오프 평균 챔피언결정전 평균

득점 휴스턴(19.2) 모스비(24.7) 김정은(11.7)

리바운드 휴스턴(7.9) 모스비(9.3) 모스비(8.0)

어시스트 김이슬(3.4) 김이슬(4.7) 김이슬(2.3)

3점슛 강이슬(1.9) 김이슬(1.3) 강이슬(1.3)

스틸 휴스턴(1.3) 김이슬, 모스비(1) 모스비(1.3)

블록슛 휴스턴(1.2) 모스비(1.3) 모스비(0.7)

TeAM DATA
시즌/상대팀 KDB생명 삼성생명 KB스타즈 신한은행 우리은행 시즌 전적

2013~2014 1승 6패 1승 6패 1승 6패 3승 4패 2승 5패 8승 27패

2014~2015 5승 2패 2승 5패 4승 3패 1승 6패 1승 6패 13승 22패

2015~2016 6승 1패 3승 4패 3승 4패 5승 2패 3승 4패 20승 15패

최근 3시즌 상대팀간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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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주 함영주 사무국장 한종훈 사무차장 문정호 대리 김혜미

단장 조성남

TeAM STAff
 팀 스태프

COACHing STAff
 코칭스태프

kEB hana Bank 
womEn’S 
BaSkEtBaLL tEam

감독 이환우 매니저 임현지 매니저 유한아 통역 이재경

코치 김완수 코치 정진경

트레이너 김진아트레이너 염은식 트레이너 송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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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fRoM HeADCOACH

Q 비시즌 준비는 어떻게 수술과 재활을 한 선수들이 많아 

비시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아 있는 선수들의 체력

과 기량향상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준비했다. Q 이번 시즌 

구상하는 팀 색깔은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에 동참하는 토털 농구를 추구한다. 

여기에 새로운 외국인선수들이 힘을 보태 시너지를 이룬다

면 좋을 것이다. Q 팀 중심이 되어줄 선수는 모든 선수들

이 골고루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승리가 필요한 

승부처에서 선수단 전원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중

이다. 또 외국인선수에게 집중된 공격도 분산시키려고 한

다. Q 외국인선수에게 거는 기대는 나탈리 어천와는 인사

이드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다. 또 영리하게 농구를 

할 줄 안다. WNBA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기대가 크

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거라 예상

한다. Q 기대되는 선수는 시즌 초반 새로운 얼굴들이 활약 

해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누구라고 한 명을 뽑기는 힘들다. 

Q 여름동안 가장 성장한 선수가 있다면 모든 선수들이 이

번 여름 열심히 노력했다. 선수들이 시즌에 들어가서도 지

속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팬들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

내주셨으면 좋겠다. Q 올 시즌 목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팀을 만나도 꾸준

한 경기력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매 경기 4쿼터에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싶다. Q 올 시즌 우리 팀 

라이벌은 누구 라이벌을 고르기 어렵다. 우리 팀 전력 상 

모든 구단과의 경기가 어려울 거라 예상된다. Q 우승하면 

◯◯◯◯을 하겠다! 팬들을 위한 공약 한 가지! 팬들이 주

시는 미션이라면 어떤 것이든 수행하겠다.

감독 이환우

선수 전원이 참가하는 
토털농구 선보인다

생년월일 1972년 9월 26일

출신교 서울대경상업고-국민대

주요경력 1995~1997 현대전자 농구단 선수

 1999~2000 현대 프로농구단 선수

 2007~2010 KT&G 프로농구단 수석코치

 2010~2014 전자랜드 프로농구단 수석코치

 2016~현재 KEB하나은행 감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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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TeAM SCHeDULe

1
RoUND

10월 31일 (월)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인천 원정

11월 03일 (목) KEB하나은행 : 삼성생명 부천 홈

11월 05일 (토) KEB하나은행 : KB스타즈 부천 홈

11월 12일 (토)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아산 원정

11월 14일 (월) KDB생명 : KEB하나은행 구리 원정

2
RoUND

11월 18일 (금)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부천 홈

11월 23일 (수) 삼성생명 : KEB하나은행 용인 원정

11월 25일 (금) KEB하나은행 : KDB생명 부천 홈

11월 30일 (수)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부천 홈

12월 02일 (금) KB스타즈 : KEB하나은행 청주 원정

3
RoUND

12월 05일 (월)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인천 원정

12월 08일 (목)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아산 원정

12월 11일 (일) KEB하나은행 : 삼성생명 부천 홈

12월 16일 (금) KDB생명 : KEB하나은행 구리 원정

12월 19일 (월) KB스타즈 : KEB하나은행 청주 원정

4
RoUND

12월 22일 (목)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부천 홈

12월 25일 (일) KDB생명 : KEB하나은행 구리 원정

12월 28일 (수)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부천 홈

01월 02일 (월) KEB하나은행 : KB스타즈 부천 홈

01월 06일 (금) 삼성생명 : KEB하나은행 용인 원정

5
RoUND

01월 08일 (일)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부천 홈

01월 11일 (수) KEB하나은행 : KDB생명 부천 홈

01월 19일 (목) KEB하나은행 : 삼성생명 부천 홈

01월 23일 (월)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인천 원정

01월 26일 (목) KB스타즈 : KEB하나은행 청주 원정

6
RoUND

02월 02일 (목)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부천 홈

02월 04일 (토) 삼성생명 : KEB하나은행 용인 원정

02월 08일 (수) KEB하나은행 : KDB생명 부천 홈

02월 11일 (토)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아산 원정

02월 16일 (목) KEB하나은행 : KB스타즈 부천 홈

7
RoUND

02월 19일 (일) KB스타즈 : KEB하나은행 청주 원정

02월 23일 (목) KEB하나은행 : KDB생명 부천 홈

02월 25일 (토)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부천 홈

03월 01일 (수) 삼성생명 : KEB하나은행 용인 원정

03월 04일 (토)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부천 홈

외국인선수를 포함해 부상선수가 너무 많은 것이 

걱정거리다. 김정은, 신지현, 김이슬 등 주축 선수

들이 부상으로 오랫동안 재활훈련을 했는데, 얼마

나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리

은행서 영입한 박언주는 강이슬과 쌍포가 될 수 

있다. 외국인선수 어천와는 인사이드에 강한 선수

다. 하위 순번에서 선발한 선수치고는 괜찮다. 부

상자가 많은 게 우려스럽지만, 외국인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쌍포가 가동된다면 타 팀에 뒤지지 

않는 전력이라 본다.

COMMenT 해설위원이 전망하는 KEB하나은행

해설위원 박종천

[평점기준] 총 5점 만점 / 단위 : 0.5

수비

조직력

공격

외국인선수

공격 3

수비 3

조직력 3.5

외국인선수 3

식스맨 2.5

식스맨

※ 경기시간_ 평일 19시, 주말 및 공휴일 17시 

※ 중계사정으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152

20
16

~2
01

7 
W

OM
EN

’S
 k

Or
Ea

N
 b

aS
kE

tb
al

l 
lE

ag
u

E

TeaM infORMATiOn



Q 비시즌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본부터 하려고 한다. 감

독님의 농구 스타일에 적응하려고도 노력하고 있다. 주축

선수들이 많이 다쳤다. 부상 선수들이 많아 운동을 자주 못

했다. 우리 팀은 평균 연령이 낮다. 어린선수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도 신경 쓰고 있다. Q 주장으로서 팀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는 이령 선수. (이)령이가 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빅맨 포지션이 약해서 령이가 팀 내

에서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Q 외국인선수들과의 호

흡은 아직 같이 뛰지 않아서 모르겠다. 파워스가 부상으로 

빠져 걱정이 크다. 두 외국인선수 스타일이 달라서 그 부분

도 신경 쓰려 한다. Q 플레이에 있어 감독님이 가장 강조

하는 부분이 있다면 농구는 보통 에이스를 중심으로 돌아

간다. 하지만 감독님은 1, 2명이 아닌 5명 전원이 같이 하

는 농구 스타일을 원하신다. 5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Q 

주장으로서 생각하는 우리 팀 장점과 약점은 선수들의 평

균 연령이 낮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 같다. 활기찬 

분위기는 좋지만 기복이 심하다. 연습경기 때도 누구 하나

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Q 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위기메이커 역할은 누가 하는지 강이슬. 항상 해

맑고 수다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한 마디로 ‘해피 바이러

스’다. Q 새 시즌 목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전력은 약하지만 꼭 플레이오프까지 오르고 싶

다. Q 팀 선수들에게 어떤 주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주장

은 농구를 한 이래 처음이다.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주장이 되고 싶다. Q 주장인 본인을 가장 많이 도와줄 것 

같은 선수는 염윤아와 김정은. (염)윤아는 늘 내 옆에 있어

주는 친구다. (김)정은이는 주장 경험이 있다 보니 어떤 점

에서 어려움을 느낄지 알고 도와준다.

주장 백지은

하나로 뭉쳐
플레이오프에 오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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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별명 염언니 좋아하는 음식 랍스터 경

기가 없는 날에는 맛집 탐방하기 추천 노래 아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수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부상 없이 매 경기 

지던, 이기던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6학년 별명 발뚱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정은 좋아하는 음식 

면 음식 경기가 없는 날에는 힐링 추천 노래 YB-흰수염고래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수술 후 복귀 시즌인 만큼 하나 하나 다 신경 썼다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단 1초라도 전 경기 출전하는 것

생년월일 1987.9.13.

신장/체중 177cm/70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숭의초-숭의여중-숭의여고-부천대 졸업

드래프트 2006년 11순위

프로경력 10년

이적경력 2006 금호생명-2006 우리은행-2008 

우리은행 은퇴-2009 신세계

생년월일 1988.3.19.

신장/체중 180cm/67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대신초-동주여중-삼천포여고

드래프트 2007년 2순위

프로경력 8년

이적경력 2007 신한은행–2008 삼성생명– 

2011 우리은행-2016 KEB하나은행

eonju_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0 04:08 0.143 0 0 1.00 0.20 0.30 0.10 0.40
2014~2015 33 13:26 0.508 0.200 0.524 1.70 0.67 0.70 0.21 2.48 
2015~2016 35 24:58 0.443 0.289 0.595 4.00 2.00 0.86 0.20 5.06

TOTAL 163 11:10 0.419 0.247 0.541 1.74 0.63 0.42 0.14 2.20
PLaYoffs 7 20:28 0.273 0.286 0.667 2.71 2.00 0.43 0 2.00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35 13:46 0.235 0.300 0.000 1.29 0.29 0.20 0.09 2.29
2015~2016 7 7:48 0.000 0.000 0.000 1.14 0.14 0.00 0.00 0.00

TOTAL 169 14:40 0.373 0.278 0.671 1.47 0.34 0.30 0.07 3.53
PLaYoffs 20 10:53 0.222 0.208 0.800 0.95 0.25 0.40 0.00 2.45

염 윤 아 YOUM YUN AH FORWARD

박 언 주 PARK EON JOO FORWAR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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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 권유로 별명 뚱슬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지윤. 

공격적인 플레이를 닮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공차 경기가 없는 날에는 침대와 한 몸 

추천 노래 김댕의 ‘사이드미러’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슛 성공률을 올

리고 싶다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때 엄마가 게임CD 사준다고 해서 별명 서수방, 시빙수, 서할매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변연하. 롤모델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아이스크림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맛집 탐방 추천 노래 존박의 ‘네 생각’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웨

이트, 수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작년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 발전

생년월일 1995.9.28.

신장/체중 166cm/62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송현초-인성여중-인성여고

드래프트 2014년 10순위

프로경력 3년

이적경력 2014 신한은행-2015 KEB하나은행 

 subin.seo3

생년월일 1994.4.24

신장/체중 172cm/59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삼천포초-마산여중-삼천포여고

드래프트 2013년 12순위

프로경력 4년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19 13:47 0.250 0.233 1.000 0.95 1.37 0.53 0 1.74
2014~2015 17 07:36 0.211 0.111 0.750 0.65 0.94 0.35 0 1.18
2015~2016 34 23:54 0.380 0.326 0.714 2.09 3.35 0.97 0.12 5.03

TOTAL 72 16:47 0.330 0.277 0.741 1.40 2.17 0.68 0.06 3.13
PLaYoffs 6 29:58 0.278 0.222 0.500 4.33 3.50 0.83 0 4.8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4 04:31 0 0 0 0.25 0.75 0.25 0 0
2015~2016 30 15:38 0.289 0.206 0.600 1.67 1.73 0.63 0.03 1.97

TOTAL 34 14:19 0.265 0.206 0.600 1.50 1.62 0.59 0.03 1.74
PLaYoffs 4 04:04 0 0 0 0.75 0.50 0 0 0

김 이 슬 KIM LEE SEUL GUARD

서 수 빈 SEO SU BIN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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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삼촌학교 놀러가자!”란 얘기 듣고 시작. 별명 졍졍 가

장 닮고 싶은 선배 백지은. 아파도 참고 열심히 하신다. 멘탈 짱 경기가 없는 날에

는 방콕! 추천 노래 아이콘의 ‘취향저격’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웨이트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정식경기 출전!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

생년월일 1998.2.3.

신장/체중 171cm/59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송현초-인성여중-인성여고

드래프트 2016년 9순위

프로경력 1년

gyoung-2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5~2016 4 01:40 0 0 0 0.75 0.25 0 0.25 0

TOTAL 4 01:40 0 0 0 0.75 0.25 0 0.25 0
PLaYoffs -

김 지 영  KIM JI YOUNG GUARD

8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아빠의 권유로 별명 신지 좋아하는 음식 떡볶

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휴식 추천 노래 송민호의 ‘겁’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재활과 웨이트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다친 후 1년이 지났다. 복귀 

시즌이기 때문에 잘 적응해서 부상 없이 좋은 시즌을 보내고 싶다

생년월일 1995.9.12.

신장/체중 174cm/61kg

혈액형 B형

출신학교 선일초-선일여중-선일여고

드래프트 2014년 1순위

프로경력 3년

Jihyun_0912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8 09:26 0.500 0.300 0.563 0.61 0.79 0.50 0.18 2.50
2014~2015 34 25:13 0.378 0.329 0.667 1.94 2.68 1.21 0.29 5.00
2015~2016 -

TOTAL 62 18:05 0.407 0.321 0.607 1.34 1.82 0.89 0.24 3.87
PLaYoffs -

신 지 현 SHIN JI HYUN GUAR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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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학교 코치님이 제의했고 내 의지도 있었다 별명 깨슬 가장 닮고 싶은 선배 

김정은 좋아하는 음식 만두, 빵, 자몽 추천 노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스피드, 체력 보완. 새로운 감독님 스타일에 녹아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평균 15득점 기록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3학년 별명 백양, 모찌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경기가 없는 날에

는 휴식 추천 노래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체력적인 부분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시즌 끝날 때까지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하고 싶다

생년월일 1987.12.8.

신장/체중 177cm/73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성남수정초-성일여중-한일여고-용인대

드래프트 2014년 12순위

프로경력 6년

이적경력 2007 금호생명-2010 금호생명 은퇴- 

2014 하나외환

생년월일 1994.4.5.

신장/체중 180cm/66kg

혈액형 AB형

출신학교 삼천포초-삼천포여중-삼천포여고

드래프트 2013년 1순위

프로경력 4년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24 08:56 0.538 0.276 0.800 1.54 0.29 0.38 0.08 2.33 
2014~2015 35 29:55 0.403 0.470 0.786 3.57 0.49 0.83 0.37 11.34 
2015~2016 35 29:38 0.280 0.356 0.771 3.43 0.97 0.66 0.09 8.87

TOTAL 102 23:01 0.360 0.402 0.771 2.85 0.57 0.64 0.19 7.60
PLaYoffs 6 20:23 0.476 0.400 1.000 1.50 0.83 0.33 0.17 6.67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 02:37 0.250 1.000 0 1.67 0.33 0 0 1.67
2014~2015 35 24:02 0.570 0.220 0.708 2.54 1.03 0.51 0.23 5.34
2015~2016 35 15:05 0.408 0.194 0.450 2.06 1.03 0.37 0.09 3.06

TOTAL 109 13:58 0.445 0.202 0.538 1.81 0.74 0.30 0.12 3.01
PLaYoffs 6 18:33 0.545 0.188 1.000 2.50 1.00 0.50 0.17 3.83

강 이 슬 KANG LEE SEUL FORWARD

백 지 은 BAEK JI EUN FORWAR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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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6학년 때 별명 군이, 까치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박정은 코치. 

나와 스타일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잘한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누

워서 절대 안 움직인다. 영화 보거나 책읽기 추천 노래 윤도현밴드의 ‘박하사탕’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건강하게 복귀해서 예전 모습을 찾고 싶다

생년월일 1987.9.7.(음)

신장/체중 180cm/72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동신초-온양여중-온양여고-부천대

드래프트 2005년 1순위

프로경력 10년

김 정 은 KIM JUNG EUN FORWARD

1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35 34:49 0.501 0.323 0.633 4.89 3.86 0.80 0.43 15.17
2014~2015 28 32:27 0.453 0.298 0.663 5.11 2.36 0.93 0.54 13.89
2015~2016 19 23:43 0.370 0.317 0.688 2.84 1.84 0.68 0.47 6.53

TOTAL 351 35:04 0.494 0.316 0.676 5.13 2.56 0.87 0.68 16.49
PLaYoffs 14 33:59 0.492 0.295 0.667 5.21 2.50 0.43 0.36 16.43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빵이랑 초코우유를 준다고 해서 별명 진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염윤아. 하

고 싶은 플레이나 수비적인 부분, 또 좋은 멘탈을 닮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 과일 경

기가 없는 날에는 푹자기, 사람들 만나기 추천 노래 god의 ‘길’ 새 시즌 가장 신경써

서 준비한 부분 웨이트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정규리그 경기 출전

생년월일 1997.4.29.

신장/체중 174cm/63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단관초-봉의여중-춘천여고

드래프트 2015년 16순위

프로경력 2년

김 예 진 KIM YE JIN FORWAR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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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채니  좋아하는 음식 과자 경기가 없는 날에는 취침 

추천 노래 에일리의 ‘if you’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의욕적으로 농구를 

하는 것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작년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때 별명 룡룡이, 롱이 좋아하는 음식 고기 경기가 없는 날

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맞집, 노래방, 카페를 간다 추천 노래 씨야의 전곡 새 시즌 가

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보강 운동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부담 없이 

경기를 하고 싶다

생년월일 1993.6.11.

신장/체중 182cm/78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백산초-동일중-숭의여고

드래프트 2012년 3순위

프로경력 4년

이적경력 2012 신세계 은퇴-2013 KEB하나은행

생년월일 1995.8.11.(음)

신장/체중 177cm/74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부산대신초-동주여중-동주여고

드래프트 2014년 11순위

프로경력 3년

이적경력 2014 신한은행-2015 KEB하나은행

20_nue_eahc

김 채 은 KIM CHAE EUN FORWARD

이   령 LEE RYEONG CENTER

21

14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1 02:46 0 0 0 0 0 0 0 0 
2015~2016 -

TOTAL 1 02:46 0 0 0 0 0 0 0 0
PLaYoffs -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3~2014 8 02:02 0.250 0 0.667 0.38 0 0.13 0 0.75 
2014~2015 6 09:14 0.500 0 00 1.33 0.33 0 0 2.00
2015~2016 -

TOTAL 32 05:01 0.367 0 0.696 0.94 0.13 0.06 0.09 1.63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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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별명 뚱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백지은. 허슬플레이와 궂

은일을 잘해서 좋아하는 음식 감자 경기가 없는 날에는 취침, 휴식 추천 노래 소녀

시대의 ‘힘내’,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체중감량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출전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싶다

생년월일 1991.11.2.

신장/체중 176cm/74kg

혈액형 A형

출신학교 마산산호초-마산여중-삼천포여고-광주대

드래프트 2015년 10순위

프로경력 2년

이적경력 2009 삼성생명

이 수 연 LEE SU YEON FORWARD

24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3 02:29 0 0 0 0.67 0 0 0 0
2015~2016 2 02:47 0 0.500 0 0 0 0 0 1.50

TOTAL 5 02:36 0 0.500 0 0.40 0 0 0 0.60
PLaYoffs -

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별명 응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성정아 좋아하는 음

식 면 종류는 거의 다 좋아한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자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추천 노래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팀 시스

템에 녹아들기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매 경기 리바운드 5개씩!

생년월일 1996.9.9.

신장/체중 184cm/71kg

혈액형 O형

출신학교 수원화서초-수원제일중-분당경영고

드래프트 2015년 3순위

프로경력 2년

2_haeun

이 하 은 LEE HA EUN CENTER

23

최근 3시즌 기록

SEASON G MPG 2P% 3P% FT% RPG APG SPG BPG PPG
2014~2015 4 01:23 0.500 0 0 0.25 0 0 0.25 1.00 
2015~2016 2 03:28 0 0 0 1.00 1.00 0 0 0

TOTAL 6 02:05 0.500 0 0 0.50 0.33 0 0.17 0.67
PLaYo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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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COMMENT

농구 시작 처음에 축구를 했는데, 키가 크다고 추천 별명 에이스 가장 닮고 싶은 선배 

타미카 캐칭. 인성, 실력 모두 훌륭한 완벽한 프로 좋아하는 음식 치킨 경기가 없는 

날에는 TV 시청 추천 노래 Drake-One Dream 새 시즌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부분 

점프슛 2016~2017시즌 꼭 이루고 싶은 것 선수들과 진정한 팀으로서 성장하는 것

생년월일 1992.11.22.

신장/체중 191cm/88kg

출신학교 노트르담대

드래프트 2라운드 6순위

WKBL경력 신입

@NATACHON

나탈리 어천와 Natalie Achonwa CEN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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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포 김정은의 부활

김정은은 여자프로농구가 단일리그로 개편된 2007~2008시즌 이후 가장 많이 득점 

1위에 오른 선수다. 2010~2011시즌부터 2014~2015시즌까지 5시즌 연속 국내선

수 부문 득점 1위에 랭크됐다. 힘과 스피드, 여기에 슛과 돌파에 모두 능하다는 점은 

김정은의 최고 장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은 아쉬움이 컸다. 부상 탓에 19경기 밖

에 소화하지 못했던 것. 정규리그 출전시간도 23분 43초로 데뷔 이래 가장 적었다. 매 

시즌 상위에 있던 득점도 6.5점으로 뚝 떨어졌다. 통산평균보다 10점이나 적다. 김정

은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여름동안 땀 흘려왔다. 베스트 컨디션으로 득점 쟁탈전에 가

담해준다면 KEB하나은행의 명예회복도 순조로울 것이다.

강이슬의 3점슛

2014~2015시즌 평균 2.66개의 3점슛을 꽂으며 

이 부문 1위에 올라섰던 ‘슈터’ 강이슬. 여름동안 국

가대표와 박신자컵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WKBL 대표슈터’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 강이슬

은 지난 시즌에도 1.97개를 꽂았으나 상대 견제로 

전 시즌만큼의 시원함은 보이지 못했다. 새 시즌 초

반 외국인선수 1명의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강이

슬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주득점원 김정은과 

나탈리 어천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nUMBeR sToRY

숫자로 보는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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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아의 성장

지난 시즌 KEB하나은행의 국내선수 공헌도 1위는 바로 염윤아였다. 염윤아는 출전시

간(24분 58초)과 출전경기수(35경기), 득점(5.1점), 리바운드(4.0개), 어시스트(2.0개), 

스틸(0.9개), 3점슛 성공률(28.9%) 등에서 커리어하이를 기록했다. 2007~2008시즌 

데뷔 이래 최고의 한 시즌을 보낸 셈. 새로이 개편된 KEB하나은행의 도약을 위해서는 

어느덧 고참급으로 올라선 염윤아의 계속된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터프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인 플레이로 동생들을 이끌어온 그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새 등번호와 함께…

신인상 출신 미녀 포인트가드 신지현이 복귀한

다. 2015년 9월 왼쪽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

는 부상을 입은 신지현은 지난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데뷔 후 

첫 수술이었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서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고교시절 61점을 

넣어 화제가 됐던 신지현은 2014~2015시즌

에 평균 5득점 2.7어시스트 1.2스틸로 성장세

를 보였다. 한 시즌을 쉬었지만 경기 감각만 되

찾는다면 김이슬, 서수빈이 지키는 가드진에 큰 

힘이 될 전망. 신지현이 건강히 코트에 다시 설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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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이환우 감독대행을 중심으로 

꾸준히 기술 연마에 임했던 

KEB하나은행은 미국 스킬 

트레이너 조던 라우리를 

초빙하여 기본기 훈련에도 

집중했다. 

새 시즌을 위한  

선수들의 준비는  

이른 봄부터 계속되어왔다. 

부상으로 2015~2016시즌을 

소화하지 못한 신지현과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섰던  

‘새 색시’ 김정은 등  

주력 선수들은 재활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지냈다.

8월 말에는 결속력 강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용인에 위치한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가진 것. 선수들은  

‘ONE TEAM, NEW START’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서로 믿음을 갖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KEB하나은행 선수들은 9월 중순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새 시즌을 

위한 마무리 담금질을 마쳤다. 

우리의 여름은요!

pHOTO sToRY





숫자로 보는
WKBL 
불멸의 기록들

최초의 트리플더블

여자프로농구 사상 첫 트리플더블은 정은순(현 KBS N 해설위원)이 기록했다. 삼성생

명에 몸담고 있던 1998년,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을 상대로 25득점 14리바운드 14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WKBL 역대 최다는 정선민(신한은행 코치)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3번을 기록했다. 트리플더블과 관련해서는 신정자(전 신한은행)가 

KDB생명 시절, 2012년 10월에 3경기 연속 트리플더블이라는 이색 기록을 쓰기도 했

다. 한편 현역 국내선수 중 트리플더블을 기록해본 선수는 이제 양지희(우리은행)와 

최윤아(신한은행)만이 남아있다. 

챔프전 휩쓴 외국인선수

2000년대 초반 WKBL서 활약한 타미카 캐칭의 별명은 우승청부사였다. 뛰어난 개인

기를 앞세워 골밑을 초토화시켰다. 2003년 겨울리그와 2003년 여름리그, 2006년 겨

울리그를 소화하며 세 번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챔피언결정전 MVP 트로피도 가져갔

다. 압도적인 경기력 덕분이었다. 캐칭보다 한 소속팀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한 외국인

선수는 아직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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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리그 최다 우승

우리은행은 2015~2016시즌 정규리그 우승으로 역대 최다인 9회 기록을 세웠다. 위

성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4년 연속이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승리가 함께 따랐

다. 덕분에 챔프전 우승 기록도 8회로 역대 1위다. 연속 통합우승 기록 1위는 신한은

행이 갖고 있다. 2007년 겨울리그를 시작으로 6년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양 팀 

모두 위성우 감독이 몸담고 있으니, 위 감독은 신한은행 코치 생활을 포함해 10년째 

챔프전에서 웃고 내려온 셈이다. 

트로피의 여왕

강영숙(은퇴)은 WKBL 역사상 '선수'로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선수였다. 2014~2015

시즌을 우리은행 소속으로 뛴 강영숙은 KB스타즈를 꺾고 우승하면서 개인 통산 11번

의 우승을 차지했다. 강영숙은 2000년 겨울리그에서 데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에서 뛰어왔다. 우승복이 많이 따랐다. 

2003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에서는 왕조의 주역으로 뛰며 6년 연속 

우승을 맛봤으며, 이후 2013~2014시즌 

우리은행 이적 후에도 두 차례 우승을 더 

품었다. 그런가 하면 위성우 감독은 신한

은행 코치와 우리은행 감독을 거치며 여

자농구에서 총 11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2012~2013시즌 우리은행 감독 부임 후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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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신인 최고득점

신인 선수가 데뷔 첫 해 고득점을 올리며 활약하기란 쉽지가 않다. 특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올라온 선수들이 언니들 틈에서 힘을 내는 사례는 최근에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와중에 신인 선수 신분으로 평균 두 자리 득점을 올린 선수가 있다. 김정은이다. 

2005년 드래프트 1순위 지명선수였던 김정은은 2006년 겨울리그에서 11.75득점으

로 신인상을 수상했다. 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한 선수 중 단연 1위. 혼혈선수 자격으로 

합류한 김한별은 2009~2010시즌에 11.03득점으로 신인상을 거머쥔 바 있고, 2007

년 겨울에 신한은행에 데뷔한 하은주는 8.41득점으로 정규리그 신인상을 품었다. 

단일시즌 최다연승

2008~2009시즌의 화제는 단연 신한

은행이 보인 72일간의 독주였다. 2008

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3월 1일까지 

무려 19연승을 달렸다. 그 시기 신한은

행 별명은 ‘레알 신한’. 워낙 멤버가 쟁쟁

한데다 조직력까지 훌륭해 적수가 없었

다. 신한은행은 2009~2010시즌에 자

신들의 기록이 도전했지만 18연승에서 

멈췄다. 우리은행은 2014~2015시즌

에 개막 최다연승(16연승)과 함께 단일

시즌 최다연승 부문 3위에 오르기도 했

다. 한편 홈 최다연승은 16연승으로 마

찬가지로 2011~2012시즌에 신한은행

이 작성했다. 

한 경기 최다득점

2015~2016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변연하는 통산 3점슛 1위(1,014개), 스틸 

2위(834개), 어시스트 3위(2,262개) 등 많은 역대 기록에 이름을 올려놨다. 오랜 시간 

꾸준한 활약없이는 불가능한 일. 여기에 변연하가 갖고 있는 기록이 하나 더 있다. 바

로 한 경기 최다득점 기록이다. 변연하는 2008년 1월 10일 우리은행을 상대로 46득

점을 퍼부으며 이 부문 국내선수 1위에 올라섰다. 2위는 김계령으로, 우리은행 소속

이던 2009년 2월 28일에 삼성생명 전에서 기록했다. 외국인선수 중에서는 로렌 잭슨

이 2007년 3월 9일에 KDB생명 전에서 올린 56점이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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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3점슛 1000개

3점슛 1000개를 넣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슛을 던져야 할까. 아니 얼마나 오랫동안 

뛰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면에서 박정은(전 삼성생명)과 변연하(전 KB)는 기량만큼이

나 꾸준함도 대단했다. 박정은은 통산 486경기에서 1,000개의 3점슛(평균 2.06개)을 

터트리며 WKBL 최초로 3점슛 1,000개 고지를 넘은 선수였다. 변연하는 그 바통을 넘

겨받아 2015~2016시즌에 대기록을 달성했다. 흥미롭게도 당시 상대는 박정은이 코

치로 있던 삼성생명 전이었다. 현역 최다는 한채진(KDB생명)으로, 2016-2017시즌 

개막 후 2개만 더 넣으면 500개 고지에 오르게 된다. 

불멸의 리바운드 기록

1999년 겨울리그에 데뷔한 신정자는 2015~2016시즌 은퇴할 때까지 4,502개의 리

바운드를 잡았다. 역대 통산 1위 기록이다. 2위(정선민)와도 1,300개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이다. WKBL 역대 선수 중 리바운드 3,000개 이상을 잡은 선수는 신

정자와 정선민, 이종애, 김계령 뿐. 현역 선수 중에서는 양지희(우리은행)가 최다로, 

2,083개를 기록하고 있다. 돋보이진 않아도 묵묵히 제 몫을 해온 신정자의 헌신이 새

삼 돋보이는 숫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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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확대와 기량향상을 위한 WKBL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여자농구는 지난 6월에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최종예선에서 6위를 기록했다. 최종예선 5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티켓은 아쉽게 

놓쳤지만 세계 강호들을 만나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최종예선 전까지만 해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대표팀에 물음표가 붙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강아정, 김단비, 강이슬, 박지수 등 어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여자농구의 앞날을 밝게 했다. 이는 프로무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변연하, 이미선, 신정자, 하은주 등 여자농구를 주름 잡았던 스타들이 은퇴했다. 

하지만 우려도 잠시. 곧 새로운 스타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주들의 잔치인 

박신자컵에서 많은 선수들이 가능성을 남겼기 때문이다.

차세대 스타 발굴이 목적

2016 우리은행 박신자컵 서머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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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자컵, 차세대 스타 탄생을 예고하다
2016 우리은행 박신자컵 서머리그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한국여자농구의 전설’로 불리는 박신자 여사의 

이름을 딴 박신자컵은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WKBL은 최초로 박신자컵을 개최해 그동안 많이 뛰지 

못했던 유망주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각 구단은 선수 중 만 30세 이상 베테랑 선수 3명

을 제외하고 젊은 선수들로만 엔트리를 구성했다. 30세 이상 선수가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팀에서 3명을 

자유 지명했다. 즉, 박신자컵은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된 대회였다. 

박신자컵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 열렸다. 이순신빙상장체육

관은 춘천에서 아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우리은행의 홈 체육관으로 박신자컵에 많은 팬들이 모여들며 새로

운 농구 도시의 탄생을 반겼다. 박신자컵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다. 젊은 선수들은 

‘제2의 박신자’를 발굴하는 유망주 프로젝트인 박신자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동분서주 코트를 누볐다. 

구단 입장에서도 박신자컵은 중요했다. 선수 기량을 점검, 다음 시즌 예비 전력을 골라내야 했기 때문이다. 

각 구단들은 비시즌동안 준비했던 전술과 전략을 시험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수정하거나 박차를 가했

다. 

박신자컵은 풀리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려냈다. 지난해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조기 탈락하는 

팀이 생겼지만, 올해에는 모든 팀들이 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 일정을 소화했다. 팀 당 5경기

씩 총 15경기를 치렀고, 승수가 많은 팀대로 순위가 결정됐다. 지난해에는 구리 KDB생명이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지만, 올해에는 주인이 바뀌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박신자컵 우승을 차지한 팀은 청주 KB스타

즈였다. KB스타즈는 5전 전승을 기록.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며 우승컵에 입맞춤했다.

‘준우승→우승’ KB스타즈, 1년 만에 정상
KB스타즈 우승의 의미는 남달랐다. KB스타즈는 지난 4월 안덕수 신임 감독 체제로 돌입한 이후 첫 공식 대

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안덕수 감독은 “빠른 농구, 강한 수비가 KB스타즈의 새로운 색깔이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는 박신자컵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KB스타즈는 박신자컵 5경기 동안 상대 실책을 평균 22.4

개나 끌어냈다. 또한 KB스타즈는 1년 만에 복수극에 성공했다. 지난해 KB스타즈는 결승전에서 KDB생명에 

패하며 초대 챔피언 자리를 건네준 바 있다. 하지만 KB스타즈는 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날의 설움

을 날려버렸다. KB스타즈의 복수극은 흥미진진했다. KB스타즈와 KDB생명은 4연승을 달리며 공동 1위에 

올라 있었다. 양 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경기였는데, 하필이면 대회 마지막 날에 KB스타즈와 KDB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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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붙었던 것이다. KB스타즈는 복수를 위해서, KDB생명은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했다. 

승부는 KB스타즈의 승리로 끝났다. 전반까지 KDB생명이 5점차 앞섰지만, 3쿼터 이후 분위기가 KB스타즈

쪽으로 흘렀다. 우승을 이끈 진경석 코치는 “농구란 것이 5명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박신자컵에 참

가했던 선수들이 다음 시즌을 시작해서도 좋은 활약을 해줘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연하 대체자, 박신자컵 MVP 심성영 ‘합격점’
지난 시즌과 비교해 KB스타즈에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변연하가 없다는 것이다. ‘여자프로농구 대표 슈

터’ 변연하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했다. KB스타즈는 변연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심해야 했

다. 하지만 식스맨이었던 심성영이 박신자컵 MVP를 차지하면서 고민을 덜게 됐다. 박신자컵에서 심성영

의 활약은 대단했다. 대회 평균 12.6득점 3.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우승을 이끌었다. 부천 KEB하나은행전에

서는 3점슛 10개를 포함해 35득점을 쓸어 담았다. 서머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이자 최다 3점슛 기록

도 새로 썼다. 심성영은 대회 내내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고, KB스타즈가 정상에 오르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MVP를 수상했다. 심성영은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은 선수라면 모두 있을 것이다. 우리 팀에 가드 자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 안덕수 감독님의 농구에 빨리 물들어서 출전시간을 늘리고 싶

다”며 생애 첫 주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미래 자원 발굴, 박신자컵 성과는?
KB스타즈의 우승으로 박신자컵이 마무리됐지만 다른 팀들도 미래 자원을 발굴하며 각각의 목표를 달성했

다. 전적 4승 1패로 준우승을 차지한 KDB생명은 김소담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를 든든하게 했다. 

2015~2016시즌 김소담은 35경기에서 평균 4.26득점 2.8리바운드에 그쳤다.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해 적극

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김소담은 박신자컵에서 평균 13.8득점 10리바운드로 정상급 활약을 펼

치며 재기를 다졌다. 정유진의 복귀도 KDB생명에 긍정적이었다.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한동안 코트를 떠

나 있었던 정유진은 박신자컵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정유진은 번뜩이는 3점슛으로 팀에 도움이 됐

심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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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DB생명은 구슬, 최원선, 허기쁨이 은퇴하면서 전력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유진이 복귀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3승 2패로 3위에 오른 KEB하나은행에선 ‘골밑 자원’ 이하은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박신자컵에서 KEB하나

은행은 골밑 자원이 부족했지만, U-19 대표팀 주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하은이 평균 7.8득점 3.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버팀목이 됐다. 궂은일은 마다하지 않은 것도 플러스 요인.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국가대표 강

이슬이 외곽에서 3점슛을 ‘펑펑’ 터뜨렸고, 염윤아, 백지은 등 고참들이 공수에서 중심을 잡아줬다. 

나머지 순위는 골득실로 가려졌다. 신한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이 모두 1승 4패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을 

따진 결과 신한은행이 4위에 올랐다. 5위는 삼성생명, 6위는 우리은행이었다. 4연패 뒤 대회 마지막 날에 1

승을 챙긴 신한은행도 새로운 골밑 자원을 발견한 것이 큰 소득이었다. 지난 시즌 신정자, 하은주가 은퇴하

면서 걱정을 낳았던 신한은행은 양인영, 박혜미가 성장하면서 다시 미소를 지었

다. 박신자컵에서 양인영은 평균 14.4득점 9.2리바운드, 평균 16득점 9.8리바운

드로 활약했다. 양인영은 퓨처스리그에서부터 알아주는 득점원이었다. 184cm

의 큰 신장을 앞세워 리바운드도 쉽게 걷어 올렸다. 양인영은 박신자컵을 통

해 새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박혜미도 파워 넘치는 플레이와 3점슛 능력을 

뽐냈다. 삼성생명 입장에선 유승희의 득점력이 볼 거리였다. 유승희는 평균 

17.6득점을 기록, 게다가 평균 리바운드도 5.6개씩 잡아내며 공,수에서 제 몫

을 해냈다. 다른 앞선 자원과 달리 플레이에 힘이 있었고 속도가 느껴졌다. 유

승희는 평균 2.6개씩 스틸을 획득하며 1차 방어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했다. 

박신자컵 최하위로 색다른 이변(?)을 연출한 우리은행은 최은실의 성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최은실은 박신자컵에서 19.2득점 11.2리바운드를 기록했

다. 최은실의 활약을 지켜본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양지희와 함께 골밑

을 책임질 수 있다”며 다음 시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담 양인영 유승희 최은실

강이슬

W
K

BL STORY

173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강원도 속초실내체육관에서  

여자 중·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2016 W-Camp(이하 W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중고등부 24개 학교에서 총 214명이 참가했다. 고등부는 8개교에서 60명,  

중등부는 16개교 154명이 참가해 3개조로 나뉘어 훈련을 가졌다. 올해 W캠프는 종전과 달리  

전국 여자 중·고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누구든 참가 가능했다.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기량 발전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WKBL 의도였다. 기간도 늘었다.  

각 캠프별로 3박 4일 일정으로 18일간 진행됐다.

속초에서 여자농구의 내일을 보다

2016 W-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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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트레이닝 도입, 흥미↑
훈련은 크게 오전, 오후에 하는 스킬 트레이닝과 저녁 식사 후 진행되는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됐다. 캠프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선수들은 트레이너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운동했다. 때로는 신나는 음

악을 틀어놓고선 훈련하기도 했다. 

매일 훈련은 스트레칭으로 시작됐다. 캠프의 주된 목적은 기술향상이지만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체력훈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뒤 농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드리블, 슛 훼이크, 슈팅 훈련 등이 진행됐다. 지도

자들은 훼이크를 할 때 공은 어디서 움직여야 하는지, 드리블을 할 때 다른 손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지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세세하게 지도했다. 진행을 맡은 박대남 트레이너(스킬 팩토리)는 “선수

들 수준을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짰다”고 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드리블이 약하다’고 언급해서 

이번 캠프는 드리블 실력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스킬 트레이닝을 처음 접한 선수들은 초반엔 “어렵고 힘들다”는 반응이었지만 이내 “배운 것을 실전에도 사

용해보고 싶다”며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중앙여중의 김수현은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운다. 선생님

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주신다. 파워드리블이나 인 앤 아웃 드리블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

다. 현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본 학교 코치들 역시 크게 만족해했다. 농구지도자들은 “친구들과 교류

하며 즐겁게 농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캠프에서 배운 기술들을 학교에 돌아가서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

겠다”고 입을 모았다.

꾸준함이 숙제
이번 캠프는 박찬숙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

았고, 유영주, 권은정, 강영숙, 원진아 등 여자프로농구 출신 

코치들이 함께 했다. 또 그동안 여자프로농구 감독, 코치 출신 

지도자들이 W캠프 지도를 도맡아온 것과 다르게 올해는 스킬 

전문 트레이너인 박대남, 박찬성 트레이너도 코치진에 합류했

다. 익숙지 않은 훈련에 어색해했던 선수들은 코치들의 따뜻

한 조언에 힘입어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갔다. 

선수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재밌다. 농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여기서 많이 배워서 학교에 가서도 꾸준히 연

습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캠프 기간 내내 아이들의 훈련과정을 유심히 지켜 본 박찬숙 

위원장은 “선수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다. 여기서 배운 것을 자

기 것으로 만들라고 했다. 배운 것을 학교에 가서도 꾸준히 연

습해야 자기 것이 된다. 연맹에서 선수들에게 좋은 선물을 줬

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 해로 8년째를 맞은 W캠프는 이처럼 다양한 시도 속에서 매년 진화하고 있었다. 갑자기 실력이 늘 수는 

없겠지만, 연맹과 협회, 지도자와 선수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국농구의 토양은 조금씩, 

다시 비옥해질 것이다. W캠프의 계속된 발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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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WKBL 심판

WKBL T/C위원, 감독관, 비디오 분석관, 경기요원

역대통산기록

WKBL 역대리그

WKBL 역대 정규리그 순위

WKBL 역대 정규리그 최다/최소 기록

WKBL 역대 경기수 분석

WKBL 역대 시즌별 라운드 MVP, MIP 수상자 명단

WKBL 역대 BEST 5

WKBL 역대 리그별 개인 기록 수상자(통계에 의한 시상)

WKBL 역대 리그별 개인 기록 수상자(투표에 의한 시상)

WKBL 역대 플레이오프 전적

WKBL 역대 챔피언 결정전 전적

WKBL 역대 ALL-STAR GAME

WKBL 역대 통산 트리플 더블 일지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대회운영요령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방송 채널 안내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경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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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16~2O17 WOMEN’S KOREAN 
BASKETBALL LEAGUE

WKBL 심판

심판위원장 최성오 심판교육관 김진수

NO.8 안미숙 NO.43 신동재 NO.23 류상호 NO.29 문석진 NO.10 신윤성

NO.13 김민석 NO.17 송세호 NO.6 정도영 NO.14 김종국NO.27 이원석

NO.9 이경환NO.33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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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T/C위원, 감독관, 비디오 분석관, 경기요원

T/C위원

박양계 장문영방신실 임영석

비디오 분석관

김은수 김은옥문현숙

감독관

탁경희 박미영 이금진 김종선이미자

경기요원

조윤옥 엄정숙 윤효진 신정아

구정회 정명희이정연이희숙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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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16~2O17 WOMEN’S KOREAN 
BASKETBALL LEAGUE

대회명 기간 ROUND 개최도시 경기수 우승 준우승

98 라피도컵 여름리그 1998. 7. 28 ~ 8. 18 2 의정부, 삼천포, 광주 33 삼성생명 신세계

한빛은행배 99 겨울리그 1999. 2. 23 ~ 3. 8 1 여수 17 신세계 한빛은행

한빛은행배 99 여름리그 1999. 7. 17 ~ 8. 26 3 영천, 삼천포, 광주 47 삼성생명 현대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2000. 1. 10 ~ 1. 31 2 춘천 22 삼성생명 현대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2000. 6. 5 ~ 7. 27 4 경주,광주,춘천,마산 66 신세계 현대

삼성생명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2001. 1. 8 ~ 2. 18 2 양산 40 삼성생명 한빛은행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2001. 6. 26 ~ 9. 9 5 6개 연고지, 삼천포 86 신세계 현대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2001. 12. 17 ~ 3. 13 5 6개 연고지, 영천 85 신세계 국민은행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2002. 7. 5 ~ 8. 16 3 6개 연고지, 마산 53 현대 삼성생명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2003. 1. 3 ~ 3. 16 4 6개 연고지 69 우리은행 삼성생명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2003. 7. 10 ~ 9. 12 4 6개 연고지 68 우리은행 삼성생명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2004. 1. 27 ~ 4. 21 4 6개 연고지 69 금호생명 삼성생명

KB 스타배 2005 겨울리그 2004. 12. 28 ~ 3. 18 4 6개 연고지 69 우리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2005. 7. 7 ~ 9. 22 4 6개 연고지 69 신한은행 우리은행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2005. 12. 20 ~ 3. 10 4 6개 연고지 68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2006. 5. 24 ~ 7. 27 3 6개 연고지 55 삼성생명 KB국민은행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2007. 1. 5 ~ 4. 5 4 6개 연고지 70 신한은행 삼성생명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2007. 10. 27 ~ 2008. 3. 27 7 6개 연고지, 삼천포 115 신한은행 삼성생명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2008. 10. 3 ~ 2009. 3. 26 8 6개 연고지, 삼천포, 옥천 130 신한은행 삼성생명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2009. 10. 10 ~ 2010. 4. 8 8 6개 연고지, 김천 130 신한은행 삼성생명

삼성생명 2010~2011여자프로농구 2010. 10. 12 ~ 2011. 4. 5 7 6개 연고지, 광주광역시 115 신한은행 KDB생명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2011. 10. 14 ~ 2012. 4. 1 8 6개 연고지 131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DB금융그룹 2012-13여자프로농구 2012. 10. 12 ~ 3. 19 7 6개 연고지. 경산 113 우리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2013. 11. 10 ~ 3. 29 7 6개 연고지 111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2014. 11. 1 ~ 3. 27 7 6개 연고지 111 우리은행 KB스타즈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2015. 10. 31 ~ 3. 20 7 6개 연고지 111 우리은행

WKBL 역대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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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역대 정규리그 순위

대회명 1 2 정규리그 MVP

98 라피도컵 여름리그 삼성생명 신세계 정은순(삼성생명)

한빛은행배 99 겨울리그 한빛은행 신세계 정선민(신세계)

한빛은행배 99 여름리그 삼성생명 현대 정은순(삼성생명)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삼성생명 현대 정은순(삼성생명)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신세계 현대 정선민(신세계)

삼성생명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신세계 삼성생명 변연하(삼성생명)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신세계 현대 정선민(신세계)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국민은행 신세계 정선민(신세계)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삼성생명 현대 이미선(삼성생명)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우리은행 삼성생명 조혜진(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삼성생명 신세계 변연하(삼성생명)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삼성생명 국민은행 변연하(삼성생명)

KB 스타배 2005 겨울리그 우리은행 금호생명 김영옥(우리은행)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김영옥(우리은행)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우리은행 신한은행 캐칭(우리은행)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KB국민은행 삼성생명 정선민(KB국민은행)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주원(신한은행)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삼성생명 정선민(신한은행)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삼성생명 최윤아(신한은행)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삼성생명 정선민(신한은행)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삼성생명 강영숙(신한은행)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KDB생명 신정자(KDB생명)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임영희(우리은행)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박혜진(우리은행)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박혜진(우리은행)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양지희(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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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역대 정규리그 최다/최소 기록

구분 대회명 날짜 기록 내용

정규리그 
한 경기 팀 최다 득점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2003. 8. 3 삼성생명 118점
삼성생명 
118

금호생명 
96

정규리그 
한 경기 팀 최소 득점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2013. 12. 26 하나외환 36점
하나외환
36

삼성생명
50

정규리그 
양팀 합산 최다 득점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2003. 8. 3 214점
삼성생명 
118

금호생명 
96

정규리그 
양팀 합산 최소 득점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2013. 12. 26 86점
하나외환
36

삼성생명
50

정규리그 
한 쿼터 최다 득점

98 라피도컵 여름리그 1998. 7. 28 신세계 1Q 38점
신세계 
38

KB국민은행 
19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2003. 2. 24 KB국민은행 4Q 38점
KB국민은행 
38

우리은행 
31

정규리그 
한 쿼터 최소 득점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2003. 2. 28 KB국민은행 3Q 2점
KB국민은행
2

삼성생명 
25

정규리그 
전ㆍ후반 최다 득점

삼성생명 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2001. 12. 21 신세계 전반 70점
신세계 
70

금호생명 
50

정규리그 
전ㆍ후반 최소 득점

KB 스타배 2005 겨울리그 2005. 9. 3 금호생명 후반 12점
금호생명 
12

신세계 
33

정규리그 
최다 점수차 경기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2000. 6. 16 43점
신세계 
103

국민은행
60

정규리그 
한 경기 선수 최다 득점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2008. 1. 10 변연하 46점
삼성생명 
69

우리은행 
63

정규리그 
한 경기 선수 최다 3점슛 성공

한빛은행배 99 여름리그 1999. 8. 22 왕수진 11개
신세계 
102

삼성생명 
80

정규리그 
한 경기 선수 최다 어시스트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2003. 7. 20 전주원 18개
현대 
111

금호생명 
91

정규리그 
한 경기 선수 최다 리바운드

한빛은행배 99 여름리그 1999. 8. 20 옥은희 27개
KB국민은행 
96

현대 
77

정규리그 
한 경기 선수 최다 스틸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2000. 6. 16 정선민 8개
신세계 
103

KB국민은행 
60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2003. 1. 18 정윤숙 8개
현대
83

금호생명
71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2003. 7. 12 전주원 8개
현대
84

삼성생명 
86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2005. 9. 3 양지희 8개
신세계 
74

금호생명 
49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2005. 12. 25 정선민 8개
KB국민은행 
67

신한은행 
61

정규리그 
한 경기 선수 최다 블록

한빛은행배 99 여름리그 1999. 8. 9 이종애 9개
우리은행 
102

대만올스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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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역대 경기수 분석

구 분 참가팀 ROUND 정규리그 팀당 경기수 플레이오프 챔프전 TOTAL

1998 여름 5 2 20 8 3 23

1999 겨울 6 (초청팀 포함) 1 15 5 2 17

1999 여름 8 (초청팀 포함) 3 45 15 2 47

2000 겨울 5 2 20 8 2 22

2000 여름 6 4 60 20 4 2 66

2001 겨울 6 2 30 10 6 4 40

2001 여름 6 5 75 25 6 5 86

2002 겨울 6 5 75 25 5 5 85

2002 여름 6 3 45 15 4 4 53

2003 겨울 6 4 60 20 5 4 69

2003 여름 6 4 60 20 4 4 68

2004 겨울 6 4 60 20 5 4 69

2005 겨울 6 4 60 20 5 4 69

2005 여름 6 4 60 20 6 3 69

2006 겨울 6 4 60 20 4 4 68

2006 여름 6 3 45 15 5 5 55

2007 겨울 6 4 60 20 5 5 70

2007~2008 6 7 105 35 7 3 115

2008~2009 6 8 120 40 7 3 130

2009~2010 6 8 120 40 6 4 130

2010~2011 6 7 105 35 7 3 115

2011~2012 6 8 120 40 8 3 131

2012－13 6 7 105 35 5 3 113

2013-2014 6 7 105 35 2 4 111

2014~2015 6 7 105 35 2 4 111

2015~2016 6 7 105 35 3 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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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역대 시즌별 라운드 MVP·MIP

시즌 구분 1R 2R 3R 4R 5R 6R 7R 8R

2007~2008

MVP 변연하
(삼성생명)

정선민
(신한은행)

신정자
(금호생명)

정선민
(신한은행)

강지숙
(금호생명)

김계령
(우리은행)

정미란
(금호생명)

MIP 김수연
(KB국민은행)

이경은
(금호생명)

양지희
(신세계)

김보미
(금호생명)

김진영
(우리은행)

조은주
(금호생명)

강영숙
(신한은행)

2008~2009

MVP 신정자
(금호생명)

정선민
(신한은행)

박정은
(삼성생명)

최윤아
(신한은행)

이미선
(삼성생명)

김정은
(신세계)

최윤아
(신한은행)

김정은 
(신세계)

MIP 홍보람
(삼성생명)

강아정
(KB국민은행)

박언주
(삼성생명)

한채진
(금호생명)

이선화
(삼성생명)

한재순
(KB국민은행)

허윤자
(신세계)

고아라 
(우리은행)

2009~2010

MVP 박정은
(삼성생명)

이미선
(삼성생명)

김계령
(우리은행)

정선민
(신한은행)

신정자
(금호생명)

신정자
(금호생명)

변연하
(KB국민은행)

변연하
(KB국민은행)

MIP
임영희
(우리은행)

김단비
(신한은행)

정선화
(KB국민은행)

이경은
(금호생명)

김보미
(금호생명)

박언주
(삼성생명)

양지희
(신세계)

강아정
(KB국민은행)

2010~2011

MVP 이종애
(삼성생명)

이연화
(신한은행)

이미선
(삼성생명)

김단비
(신한은행)

신정자
(KDB생명)

신정자
(KDB생명)

김정은
(신세계)

MIP 강아정
(KB국민은행)

이연화
(신한은행)

배혜윤
(우리은행)

박혜진
(우리은행)

조은주
(KDB생명)

박세미
(KB국민은행)

고아라
(우리은행)

2011~2012

MVP 신정자
(KDB생명)

강영숙
(신한은행)

김단비
(신한은행)

신정자
(KDB생명)

신정자
(KDB생명)

변연하
(KB국민은행)

김단비
(신한은행)

신정자
(KDB생명)

MIP 이승아
(우리은행)

박하나
(신세계)

배혜윤
(우리은행)

원진아
(KDB생명)

이선화
(삼성생명)

김진영
(KDB생명)

박태은
(삼성생명)

고아라
(우리은행)

2012-13

MVP 신정자
(KDB생명)

임영희
(우리은행)

해리스
(삼성생명)

티나
(우리은행)

샌포드
(하나외환)

신정자
(KDB생명)

김단비
(신한은행)

MIP 박혜진
(우리은행)

박하나
(하나외환)

이승아
(우리은행)

홍아란
(KB스타즈)

김진영
(KDB생명)

박태은
(삼성생명)

김규희
(신한은행)

2013-2014

MVP
박혜진
(우리은행)

김정은
(하나외환)

커리
(KB스타즈)

양지희
(우리은행) 

변연하
(KB스타즈)

이미선
(삼성생명)

커리
(KB스타즈)

MIP
심성영
(KB스타즈)

최희진
(삼성생명)

김규희
(신한은행)

홍아란
(KB스타즈)

박태은
(삼성생명)

김소담
(KDB생명)

강이슬
(하나외환)

2014~2015

MVP
김단비
(신한은행) 

휴스턴
(우리은행)

임영희
(우리은행)

크리스마스
(신한은행) 

홍아란
(KB스타즈)

양지희
(우리은행)

토마스
(하나외환)

MIP
강이슬
(하나외환)

김소담
(KDB생명)

신지현
(하나외환)

이은혜
(우리은행)

백지은
(하나외환)

김규희
(신한은행)

심성영
(KB스타즈)

2015~2016

MVP -
박혜진
(우리은행)

임영희
(우리은행)

샤데 휴스턴
(KEB하나은행)

쉐키나 스트릭렌
(우리은행)

변연하
(KB스타즈)

데리카 햄비
(KB스타즈)

MIP
김이슬
(KEB하나은행)

서수빈
(KEB하나은행)

구 슬
(KDB생명)

김단비
(우리은행)

윤미지
(신한은행)

김진영
(KB스타즈)

염윤아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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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EST  5

1998  여름 김지윤(국민은행) 양정옥(상업은행) 유영주(삼성생명) 정선민(신세계) 정은순(삼성생명)

1999  겨울 시상내역없음

1999  여름 이미선(삼성생명) 전주원(현대) 박정은(삼성생명) 장선형(신세계) 정은순(삼성생명)

2000  겨울 김지윤(국민은행) 전주원(현대) 박정은(삼성생명) 장선형(신세계) 정은순(삼성생명)

2000  여름 김지윤(국민은행) 전주원(현대) 이언주(신세계) 박정은(삼성생명) 정선민(신세계)

2001  겨울 이미선(삼성생명) 전주원(현대) 조혜진(한빛은행) 박정은(삼성생명) 정선민(신세계)

2001  여름 김지윤(국민은행) 양정옥(신세계) 김영옥(현대) 장선형(신세계) 정선민(신세계)

2002  겨울 김지윤(국민은행) 김영옥(현대) 이언주(신세계) 박정은(삼성생명) 정선민(신세계)

2002  여름 이미선(삼성생명) 김영옥(현대) 변연하(삼성생명) 조혜진(우리은행) 정선민(신세계)

2003  겨울 이미선(삼성생명) 김영옥(현대) 조혜진(우리은행) 캐칭(우리은행) 정선민(신세계)

2003  여름 전주원(현대) 이미선(삼성생명) 변연하(삼성생명) 바우터스(삼성생명) 이종애(우리은행)

2004  겨울 이미선(삼성생명) 김지윤(금호생명) 변연하(삼성생명) 박정은(삼성생명) 정선민(국민은행)

2005  겨울 김지윤(금호생명) 김영옥(우리은행) 변연하(삼성생명) 정선민(KB국민은행) 신정자(KB국민은행)

2005  여름 전주원(신한은행) 김영옥(우리은행) 박정은(삼성생명) 정선민(KB국민은행) 틸리스(삼성생명)

2006  겨울 전주원(신한은행) 김지윤(금호생명) 변연하(삼성생명) 캐칭(우리은행) 맥윌리암스(신한은행)

2006  여름 전주원(신한은행) 김정은(신세계) 변연하(삼성생명) 정선민(KB국민은행) 스테파노바(KB국민은행)

2007  겨울 전주원(신한은행) 박정은(삼성생명) 김정은(신세계) 캐칭(우리은행) 로렌 잭슨(삼성생명)

2007~2008 최윤아(신한은행) 이미선(삼성생명) 변연하(삼성생명) 정선민(신한은행) 신정자(금호생명)

2008~2009 최윤아(신한은행) 이미선(삼성생명) 박정은(삼성생명) 정선민(신한은행) 신정자(금호생명)

2009~2010 이미선(삼성생명) 변연하(KB국민은행) 정선민(신한은행) 신정자(금호생명) 김계령(우리은행)

2010~2011 이미선(삼성생명) 이경은(KDB생명) 김정은(신세계) 김단비(신한은행) 신정자(KDB생명)

2011~2012 김지윤(신세계) 최윤아(신한은행) 김단비(신한은행) 변연하(KB국민은행) 신정자(KDB생명)

2012-13 최윤아(신한은행) 박혜진(우리은행) 임영희(우리은행) 변연하(KB스타즈) 신정자(KDB생명)

2013-2014 이미선(삼성생명) 박혜진(우리은행) 임영희(우리은행) 김정은(하나외환) 스트릭렌(신한은행)

2014~2015 박혜진(우리은행) 홍아란(KB스타즈) 김단비(신한은행) 크리스마스(신한은행) 양지희(우리은행)

2015~2016 박혜진(우리은행) 이경은(KDB생명) 임영희(우리은행) 스트릭렌(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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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득점상 3 득점상 3점 야투상 2점 야투상 자유투상 리바운드상 어시스트상 스틸상 블록상
윤덕주상
최고공헌도

1998 여름
정선민 김경희 유영주 정은순 김지윤 정선민 정은순
30.00점 55.26% 94.12% 12.63개 5.38개 2.13개 2.88개

1999 겨울
정선민 김영옥 정은순 정선민

김지윤ㆍ신
원화

신원화 이종애

29.60점 47.22% 88.24% 12.20개 4.40개 3.20개 4.20개

1999 여름
정은순 박명애 이언주 장선형 전주원 박정은 이종애

23.73점 51.46% 95.83% 13.07개 7.93개 3.13개 3.40개

2000 겨울
김지윤 왕수진 전주원 정은순 전주원 박정은 이종애

27.73점 50.00% 93.33% 13.75개 6.38개 2.50개 3.63개

2000 여름
천난 박정은 이언주 천난 김지윤 이미선 이종애

25.93점 44.98% 91.29% 12.73개 7.90개 3.30개 2.70개

2001 겨울
정선민 양정옥 정선민 정선민 정선민 이미선 이종애

28.44점 49.98% 90.32% 10.33개 6.67개 2.70개 2.50개

2001 여름
정선민 밀라 밀라 카트리나 김지윤 카트리나 카트리나

26.12점 40.26% 91.01% 13.20개 8.52개 2.36개 2.32개

2002 겨울
샘 이미선 정선민 바이어스 김지윤 샘 셔튼브라운

26.00점 42.86% 92.55% 11.16개 6.80개 2.24개 2.60개

2002 여름
정선민 김영옥 변연하 알렉산드라 장선형 하지스 김지윤 정선민 론다스미스

23.87점 41개 40.70% 65.66% 95.00% 15.20개 6.33개 2.40개 2.60개

2003 겨울
캐칭 김영옥 김경희 샌포드 정선민 존슨 김지윤 캐칭 홍현희

23.37점 56개 40.00% 65.32% 90.51% 13.30개 6.50개 3.37개 1.50개

2003 여름
마아시 김영옥 김경희 이미선 변연하 마아시 전주원 진미정 스미스

24.45점 65개 49.18% 61.42% 91.30% 14.75개 7.85개 2.65개 2.80개

2004 겨울
정선민 변연하 이언주 D.잭슨 김지윤 샌포드 김지윤 이미선 셔튼브라운

21.50점 63개 42.72% 56.91% 90.00% 13.40개 6.85개 3.20개 2.85개

2005 겨울
비어드 티즐리 김경희 겐트 정선민 겐트 김지윤 이미선 이종애

27.20점 63개 39.72% 59.71% 89.50% 15.35개 6.50개 2.95개 1.75개

2005 여름
틸리스 김경희 김영옥 신정자 홍현희 윌리엄스 전주원 틸리스 이종애

20.85점 49개 40.59% 59.52% 85.71% 16.35개 8.07개 2.20개 1.70개

2006 겨울
비어드 비어드 비어드 김영옥 변연하 맥윌리암스 전주원 캐칭 캐칭

27.10점 37개 45.68% 57.41% 90.14% 17.65개 7.65개 3.14개 1.64개

2006 여름
스테파노바 김영옥 변연하 알렉산드라 변연하 스테파노바 전주원 양정옥 스테파노바

24.27점 38개 41.94% 55.56% 88.89% 18.33개 7.43개 2.27개 4.07개

2007 겨울
로렌 잭슨 김은혜 김경희 핀스트라 캐칭 핀스트라 전주원 캐칭 로렌 잭슨

30.15점 47개 39.44% 61.02% 88.00% 16.65개 6.79개 2.95개 1.45개

2007~2008
정선민 박정은 양정옥 선수민 최윤아 신정자 전주원 이미선 이종애

19.35점 79개 41% 58.90% 88.57% 11.97개 5.79개 2.50개 2.48개

2008~2009
김계령 박정은 변연하 이미선 최윤아 신정자 전주원 이미선 이종애

20.08점 95개 43% 56.38% 89.58% 11.1개 6.89개 2.37개 2.77개

2009~2010
김계령 박정은 변연하 하은주 김은혜 신정자 전주원 이미선 이종애 정선민

21.53점 107개 34.80% 69.30% 91.30% 10.44개 7.53개 2.3개 3개 1524.25

2010~2011
김정은 김영옥 김연주 하은주 박혜진 신정자 이미선 이미선 이종애 이미선

18.35점 84개 38.30% 71.80% 90.80% 10.83개 7.07개 2.6개 2.28개 1015.2

2011~2012
김정은 한채진 한채진 하은주 최윤아 신정자 김지윤 한채진 정선화 신정자

17.73점 81개 38.76% 67.77% 87.29% 12.51개 6.4개 2.2개 1.46개 1535.7

2012-13
해리스 한채진 임영희 하은주 박혜진 샌포드 최윤아 이미선 해리스 신정자

19.96점 74개 38.73% 68.63% 85.19% 12.2개 5.97개 2.23개 1.92개 1198.35

2013-2014
김정은 박혜진 정미란 이경은 박혜진 신정자 이미선 이미선 양지희 이미선

15.17점 73개 44.04% 52.05% 94.94% 6.59개 5.71개 2.03개 1.31개 1091.95

2014~2015

김정은 강이슬 강이슬 홍아란 홍아란 김단비 이미선 이미선 김단비 김단비

13.89점 93개 46.97% 55.06% 90.41% 6.63개 4.54개 1.54개 1.11개 919.4

양지희

1.11개

2015~2016    -
강아정 임영희

   -
이경은

   -
변연하 강아정 양지희

   -72개 37.50% 85.90% 5.37개 1.83개 1.37개

WKBL 역대 리그별 개인 기록 수상자 | 통계에 의한 시상 |

186

20
16

~2
01

7 
W

OM
EN

’S
 k

Or
Ea

N
 b

aS
kE

tb
al

l 
lE

ag
u

E



구분
정규리그 
MVP

챔피언전 
MVP

외국인 
선수상

신인
선수상

우수수비
선수상

우수후보
선수상

모범
선수상

지도상 
우수
선수상

미디어
스타상

포토 
제닉상

최우수
심판상

1998 여름 정은순 전주원 이미선 김지윤 정태균 정선민

1999 겨울 정선민 변연하 이종애 정윤숙 박정은 이문규 이종애

1999 여름 정은순 장선형 강지숙 장선형 정태균 전주원

2000 겨울 정은순 강윤미 전주원 강지숙 조혜진 정태균 전주원

2000 여름 정선민 마청칭 이미선 변연하 김지윤 이문규

2001 겨울 변연하 쉬춘메이 정은순 신정자 조혜진 유수종

2001 여름 정선민 카트리나 이종애 진미정 장선형 정덕화

2002 겨울 정선민 셔튼브라운 박은진 정선민 신정자 조혜진 박광호

2002 여름 이미선 김영옥 알렉산드라 정선민 신정자 이종애 박종천

2003 겨울 조혜진 캐칭 캐칭 곽주영 정선민 박선영 홍정애 박명수

2003 여름 변연하 캐칭 바우터스 이종애 김영화 전주원 박명수

2004 겨울 변연하 김지윤 토마스 정미란 이미선 김은혜 허윤자 김태일

2005 겨울 김영옥 김영옥 비어드 정진경 정선민 최윤아 신정자 박명수

2005 여름 김영옥 전주원 틸리스 박정은 박선영 양정옥 이영주

2006 겨울 캐칭 캐칭 캐칭 김정은 이종애 홍현희 정미란 박명수

2006 여름 정선민 변연하 스테파노바 이종애 이연화 김정은 최병식

2007 겨울 전주원 맥윌리암스 로렌 잭슨 하은주 정선민 김수연 신정자 이영주

2007~2008 정선민 정선민 배혜윤 김수연 김보미 허윤정 임달식 김은혜 신정자

2008~2009 최윤아 하은주 박혜진 신정자 하은주 김은경 임달식 김정은

2009~2010 정선민 전주원 로벌슨 양정옥 김보미 임영희 임달식 이경은 임영희
(포카리스웨트) MIP

2010~2011 강영숙 하은주 윤미지 신정자 허윤자 장선형 임달식 이경은

2011~2012 신정자 하은주 이승아 신정자 김연주 박태은 임달식 김단비 이선화
(포카리스웨트) MIP

2012-13 임영희 임영희 양지영 한채진 김연주 박혜진 위성우 박정은 류상호

2013-2014 박혜진 임영희 모니크 커리 김이슬 김규희 김연주 정미란 위성우 홍아란 류상호

2014~2015 박혜진 박혜진 샤데 휴스턴 신지현 비키 바흐 김규희 이경은 위성우 임영석

2015~2016 양지희 박혜진 쉐키나 스트릭렌 키아 스톡스 곽주영 한채진 위성우 문석진

WKBL 역대 리그별 개인 기록 수상자 | 투표에 의한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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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역대 플레이오프 전적

대회명 상대팀 전적 비고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신세계 (1위) : 국민은행 (4위) 신세계 2승 P0 시행

현대 (2위) : 삼성생명 (3위) 현대 2승

삼성생명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신세계 (1위) : 한빛은행 (4위) 한빛은행 2승 1패 챔프전 5전 3선승제

삼성생명 (2위) : 현대 (3위) 삼성생명 2승 1패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신세계 (1위) : 삼성생명 (4위) 신세계 2승 1패

현대 (2위) : 한빛은행 (3위) 현대 2승 1패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국민은행 (1위) : 현대 (4위) 국민은행 2승

신세계 (2위) : 삼성생명 (3위) 신세계 2승 1패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삼성생명 (1위) : 신세계 (4위) 삼성생명 2승

현대 (2위) : 우리은행 (3위) 현대 2승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우리은행 (1위) : 신세계 (4위) 우리은행 2승 1패

삼성생명 (2위) : 현대 (3위) 삼성생명 2승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삼성생명 (1위) : 현대 (4위) 삼성생명 2승

신세계 (2위) : 우리은행 (3위) 우리은행 2승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삼성생명 (1위) : 우리은행 (4위) 삼성생명 2승

국민은행 (2위) : 금호생명 (3위) 금호생명 2승 1패

KB 스타배 2005 겨울리그
우리은행 (1위) : KB국민은행 (4위) 우리은행 2승 1패

금호생명 (2위) : 삼성생명 (3위) 삼성생명 2승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우리은행 (1위) : 삼성생명 (4위) 우리은행 2승 1패

KB국민은행 (2위) : 신한은행 (3위) 신한은행 2승 1패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우리은행 (1위) : 금호생명 (4위) 우리은행 2승

신한은행 (2위) : 삼성생명 (3위) 신한은행 2승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KB국민은행 (1위) : 신한은행 (4위) KB국민은행 2승 1패

삼성생명 (2위) : 우리은행 (3위) 삼성생명 2승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신한은행(1위) : 신세계(4위) 신한은행 2승

우리은행(2위) : 삼성생명(3위) 삼성생명 2승 1패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1위) : KB국민은행 (4위) 신한은행 3승

삼성생명 (2위) : 금호생명 (3위) 삼성생명 3승 1패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1위) : 신세계 (4위) 신한은행 3승

삼성생명 (2위) : 금호생명 (3위) 삼성생명 3승 1패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1위) : 금호생명 (4위) 신한은행 3승

삼성생명 (2위) : KB국민은행 (3위) 삼성생명 3승

삼성생명 2010~2011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1위) : 신세계 (4위) 신한은행 3승

삼성생명 (2위) : KDB생명 (3위) KDB생명 3승 1패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1위) : 삼성생명 (4위) 신한은행 3승 1패

KDB생명 (2위) : KB국민은행 (3위) KB국민은행 3승 1패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3위) : KB스타즈 (4위) 삼성생명 2승 준.플레이오프

신한은행 (2위) : 삼성생명 (3위) 삼성생명 2승 1패 플레이오프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2위) : KB스타즈 (3위) 신한은행 2승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2위) : KB스타즈(3위) KB스타즈 2승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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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역대 챔피언 결정전 전적

대회명 상대팀 우승 전적 정규리그 우승 비고

98 라피도컵 여름리그 삼성생명 : 신세계 삼성생명 2승 1패 삼성생명

한빛은행배 99 겨울리그 한빛은행 : 신세계 신세계 2승 한빛은행

한빛은행배 99 여름리그 삼성생명 : 현대 삼성생명 2승 삼성생명

바이코리아 2000 겨울리그 삼성생명 : 현대 삼성생명 2승 삼성생명

한빛은행배 2000 여름리그 신세계 : 현대 신세계 2승 신세계 PO 시행

삼성생명비추미배 2001 겨울리그 삼성생명 : 한빛은행 삼성생명 3승 1패 신세계
챔프전  
5전 3선승제

신세계 이마트배 2001 여름리그 신세계 : 현대 신세계 3승 2패 신세계

NEW 국민은행배 2002 겨울리그 국민은행 : 신세계 신세계 3승 2패 국민은행

NEW 국민은행배 2002 여름리그 삼성생명 : 현대 현대 3승 1패 삼성생명

우리금융그룹배 2003 겨울리그 우리은행 : 삼성생명 우리은행 3승 1패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배 2003 여름리그 삼성생명 : 우리은행 우리은행 3승 1패 삼성생명

우리금융그룹배 2004 겨울리그 삼성생명 : 금호생명 금호생명 3승 1패 삼성생명

KB 스타배 2005 겨울리그 우리은행 : 삼성생명 우리은행 3승 1패 우리은행

신한은행배 2005 여름리그 우리은행 : 신한은행 신한은행 3승 우리은행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우리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3승 1패 우리은행

신세계·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KB국민은행 : 삼성생명 삼성생명 3승 2패 KB국민은행

삼성생명배 2007 겨울리그 신한은행 : 삼성생명 신한은행 3승 2패 신한은행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삼성생명 신한은행 3승 신한은행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삼성생명 신한은행 3승 신한은행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삼성생명 신한은행 3승 1패 신한은행

삼성생명 2010~2011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KDB생명 신한은행 3승 신한은행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3승 신한은행

KDB금융그룹 2012-13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 삼성생명 우리은행 3승 우리은행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3승 1패 우리은행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 KB스타즈 우리은행 3승 1패 우리은행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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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역대 ALL-STAR GAME

대회년도 일자 장소 HOME 결과 AWAY MVP 인기상 3점슛대회 스피드 게임

2002 2002. 2. 1
서울 
장충체육관

중부 선발 95 : 92 남부 선발
이미선
(삼성생명)

양정옥
(신세계)

2003 2003. 2. 9
서울
장충체육관

남부 선발 112 : 120 중부 선발
캐칭
(우리은행)

이언주
(신세계)

김영옥
(현대)

2004 2004. 3. 5
서울 
장충체육관

중부 선발 105 : 123 남부 선발
김영옥
(현대)

이언주
(신세계)

이미선
(삼성생명)

남부 선발

2005 2005. 8. 19
서울 
장충체육관

남부 선발 110 : 111 중부 선발
박정은
(삼성생명)

전주원
(신한은행)

한채진
(신한은행)

중부선발

2007 2007. 2. 19
용인 
실내체육관

남부선발 106 : 94 중부 선발
L. 잭슨
(삼성생명)

정미란
(금호생명)

중부선발

2007~2008 2008. 1. 5
부천 
실내체육관

사랑팀 97 : 97 희망팀
정은순
(삼성생명)

2008~2009 2009. 1. 3
부천 
실내체육관

중부 선발 117 : 125 남부 선발
변연하
(KB국민은행)

김선혜      
(우리은행)

김지현
(KB국민은
행)

2009~2010 2009. 12. 25
안산 
와동체육관

70 여유만만 100 : 90 80 질풍가도
김영옥
(KB국민은행)

박정은
(삼성생명)

이은혜
(우리은행)

2010~2011 2011. 1. 30
용인 
실내체육관

핑크 스타 94 : 85 블루 스타
이종애
(삼성생명)

박정은
(삼성생명)

이은혜
(우리은행)

2011~2012 2012. 1. 15
부천 
실내체육관

동부 선발 116 : 116 서부 선발

박정은
(삼성생명), 
김정은
(신세계)

이연화
(신한은행)

-

2012－13 2013. 1. 20
경산
실내체육관

중부 선발 86 : 80 남부 선발 
김정은
(하나외환)

박혜진
(우리은행)

중부 선발

2013~2014 2014. 1. 5
춘천
호반체육관

중부 선발 90 : 98 남부 선발
모니크 커리
(KB스타즈)

박혜진
(우리은행)

중부 선발

2014~2015 2015. 1. 18 청주 체육관 중부 선발 94 : 97 남부 선발
강아정
(KB스타즈)

박하나
(삼성생명)

2015~2016 2016. 1. 17
당진 
실내체육관 중부 선발 84: 89 남부 선발

모니크 커리
(신한은행)

박하나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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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역대 통산 트리플 더블 일지

대회명 선수 소속팀 상대팀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일자 장소

한빛은행배 99겨울리그 정은순 삼성생명 한빛은행 25 14 14 1999.08.03 삼천포체육관

한빛은행배 99여름리그 전주원 현대 국민은행 21 12 12 1999.08.09 서울장충체육관

한빛은행배 2000여름리그 정선민 신세계 국민은행 13 13 13 2000.06.16 서울장충체육관

한빛은행배 2000여름리그 임순정 현대 삼성생명 10 10 10 2000.07.17 마산실내체육관

한빛은행배 2000여름리그 정선민 신세계 삼성생명 12 12 12 2000.07.18 마산실내체육관

한빛은행배 2000여름리그 전주원 현대 국민은행 11 10 10 2000.07.18 마산실내체육관

한빛은행배 2000여름리그 정선민 신세계 국민은행 13 10 10 2000.07.20 서울장충체육관

삼성생명비추미배 2001겨울리그 정선민 신세계 금호생명 25 11 13 2001.01.18 서울장충체육관

신세계 이마트배 2001여름리그 정선민 신세계 삼성생명 16 10 11 2001.08.29 광주염주체육관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정선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11 16 10 2006.01.13 천안유관순체육관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비어드 신세계 신한은행 31 20 10 2006.01.26 광주구동체육관

금호아시아나배 2006  겨울리그 캐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20 12 11 스틸 2006.02.10 춘천호반체육관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스테파노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22 17 10 블록 2006.07.03 천안유관순체육관

우리V카드 2007~2008 정선민 신한은행 삼성생명 16 13 10 2007.12.29 안산와동체육관

우리V카드 2007~2008 정선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30 12 11 2008.03.11 천안유관순체육관

우리V카드 2007~2008 정선민 신한은행 삼성생명 22 10 12 2008.03.21 용인실내체육관

KB국민은행 2008~2009 박정은 삼성생명 우리은행 19 10 10 2009.01.12 삼천포실내체육관

KB국민은행 2008~2009 이미선 삼성생명 KB국민은행 15 11 10 2009.01.16 천안유관순체육관

KB국민은행 2008~2009 변연하 KB국민은행 삼성생명 14 11 11 2009.01.23 용인실내체육관

KB국민은행 2008~2009 정선민 신한은행 신세계 22 10 10 2009.03.01 안산와동체육관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정선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27 11 11 2009.11.26 안산와동체육관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신정자 금호생명 KB국민은행 13 13 11 2009.12.02 구리실내체육관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김계령 우리은행 금호생명 14 12 10 2010.01.24 김천실내체육관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이미선 삼성생명 KB국민은행 11 13 10 2010.01.25 김천실내체육관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양지희 신세계 삼성생명 13 10 10 2010.02.13 용인실내체육관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정선민 신한은행 우리은행 28 12 11 2010.02.21 안산와동체육관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이미선 삼성생명 KB국민은행 24 10 10 2010.03.01 KB인재개발원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정선민 신한은행 금호생명 14 12 10 2010.03.21 구리시체육관

KDB금융그룹 2012-13 신정자 KDB생명 KB스타즈 13 17 11 2012.10.26 구리시체육관

KDB금융그룹 2012-13 신정자 KDB생명 삼성생명 13 11 10 2012.10.28 용인실내체육관

KDB금융그룹 2012-13 신정자 KDB생명 삼성생명 16 15 10 2012.11.03 구리시체육관

KDB금융그룹 2012-13 신정자 KDB생명 하나외환 10 11 10 2013.02.10 구리시체육관

우리은행 2013-2014 최윤아 신한은행 우리은행 13 10 12 2013.11.10 춘천호반체육관

우리은행 2013-2014 신정자 KDB생명 KB스타즈 14 11 11 2014.02.26 청주체육관

KDB생명 2015~2016 스톡스 삼성생명 KB스타즈 21 27 11 블록 2015.12.20 용인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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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16~2O17 WOMEN’S KOREAN 
BASKETBALL LEAGUE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대회운영요령
* 이 요령은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절  경기장

제 1 조 (경기장 확보)

WKBL은 국제농구연맹(FIBA)이 제정한 농구경기 규칙에서 

규정한 농구코트가 설치된 실내경기장을 확보하고 양호한 

상태에서 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한다.

제 2 조 (경기장 설비)

 ① 경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스코어 보드(전광판)

  2. 24초 계시기 및 비상용 24초 계시기

  3. 소유권 표시기

  4. 기록석

  5. 통계석

  6. 선수벤치

  7. 경기기술위원석

  8. 의무석

  9. 기자석 및 중계방송석

  10. 국기, WKBL기 및 구단기 게양대

  11. 장내방송설비

  12. 귀빈석

  13. 조명(평균 1,500룩스 이상)

 ② 경기장 내부에 다음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대기실(홈팀, 방문팀, 심판, 경기원, 이벤트 팀)

  2. WKBL 사무실

  3. 귀빈실

  4. 기자실, 사진기자실

  5. 기자회견실

  6. 방송설비실

제 3 조 (귀빈석)

경기주관자는 경기장에 WKBL이 초청한 귀빈을 위한 

특별좌석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방문팀의 관람석)   

경기주관자는 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 관람석의 4분의 

1좌석까지 방문팀 응원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만원 시 적용).

제 5 조 (안전요원의 배치)   

경기주관자는 최소한 기록석(심판원석 포함) 및 팀 벤치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기장내 방송 및 여흥)   

 ①  경기주관자는 장내아나운서를 두어 경기 중 선수의 

소개 등 각종의 정보를 관중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②  경기 휴식시간에는 다음 사항을 실시토록 한다.

  1. 음 악 방 송

  2. 광 고 선 전

  3. 각종 여흥 제공 등

제 7 조 (의무사항)   

 ①  경기주관자는 경기장에 의사 또는 간호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 중 선수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각 구단 연고지 ▷ 인근 병원 별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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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경기장 검사)   

 ①  경기감독관은 경기시작 60분 전까지 경기장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기감독관은 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경 기

제 9 조 (개막식)   

개막식은 2016년 10월 29일에 실시한다.

제 10 조 (경기주관)   

 ① 모든 경기는 WKBL이 주최하고 구단이 주관한다.

제 11 조 (경기규칙)   

경기규칙은 WKBL 경기규칙을 적용 한다. 이외의 규정은 

FIBA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심판은 3심제로 주심 1명(Referee)과 부심 

2명(Umpire)으로 한다.

 ②  매 경기는 10분씩 4Q로 한다. (전반전 20분-1, 2Q, 

후반전 20분-3, 4Q) 각 쿼터의 휴식시간은 2분으로 

한다. 중간 휴식 시간은 15분으로 한다. 연장전은 

5분으로 한다(연장전 시 휴식시간은 2분).

 ③  팀파울은 매 쿼터마다 5회째부터 벌칙으로 자유투를 

부과한다. 단, 연장전에서는 4쿼터의 팀파울을 유지하며 

5회째부터 자유투를 부과한다. 

 ④  경기 개시 및 각 쿼터의 시작(playing the game) : 

경기의 시작은 점프볼로 한다. 1Q 점프볼 토스에서 

탭한 볼을 소유한 팀 상대팀이 볼을 번갈아 가면서 

갖는 방식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Q를 제외한 각 쿼터 

및 연장전의 시작도 소유권 표시기의 공격방향으로 

시작한다. 

 ⑤  선수번호는 1번에서 99번까지 모든 번호와 “0” 그리고 

“00”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팀 내에서 

“0”번과 “00”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⑥  작전타임(Time-Out) : 각 팀은 전반전 2번, 후반전 

3번의 정규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후반전에 

3회의 작전타임이 허용되나 경기종료 2분 이내에는 

최대 2회의 작전타임만을 사용 할 수 있다. 연장전에는 

1번의 작전타임을 허용한다. 이 때, 모든 작전타임은 

감독이 요청할 수 있다.

  •작전타임 후 드로우인 지점의 선택권

  1.  경기 재개 시 드로우인은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에서 드로우 인

  2.  4쿼터 2분 이내 또는 매 연장 2분 이내에 

백코트에서 드로우 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이 타임아웃 요청 시 프런트 코트 드로우 인 

라인(8.325m)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24초 계시는 경기가 중단되었던 시점의 시간을 잔여 

시간으로 한다. 

 ⑦  24초 공격제한시간 :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라이브 

볼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24초 이내에 득점하기 위한 

슛을 해야 한다.

  •24초 계시기 리셋 되는 경우

  1. 볼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2.  볼이 백코트의 경계선 내에 있는 동안 수비자의 

파울이 발생하였을 때

  3.  수비자의 킥킹 및 펀칭 바이얼레이션이 일어나고 

볼이 백코트에서 드로우 인 될 때

  4.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U-FOUL)

  5. 실격되는 파울

  6. 수비팀 테크니컬 파울

  •24초 계시기에 잔여시간을 표시 하는 경우

  1.  프런트 코트의 경계선 내에서 수비팀이 개인파울을 

범했을 때

  2. 경기장에 이물질이 투입되었을 때

  3. 헬드볼 상황에서 공격팀이 다시 소유권을 가질 때

  4. 선수의 출혈(공격팀, 수비팀)

  5.  수비자의 킥킹, 펀칭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고 볼이 

프런트 코트에서 드로우 인 될 때

  6.  더블 파울(더블 테크니컬)이 일어나고 볼이 프런트 

코트에서 드로우 인 될 때

  7. 수비팀의 선수부상

 ⑧  매 쿼터 경기종료 2분 이내, 또는 매 연장전 종료 

2분 이내가 되면, 필드골이 성공되는 순간 경기시간이 

정지된다.

 ⑨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Unsportsmanlike Foul) : 

심판이 판단하기에 규칙의 정신과 의도를 벗어나 직접 

볼을 플레이하려는 정당한 의도가 없는 퍼스널 파울을 

말한다.

  •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두 번째 범하는 선수는 

실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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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제소 : 경기 결과에 대한 제소만 가능하며 경기종료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행한다.(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인정치 않음)

  가)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WKBL 총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이와 함께 일백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나)  총재는 재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소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다)  제소가 패소한 경우 예치된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WKBL로 귀속 된다.

 ⑪  심판설명회 : 구단은 경기종료 후 해당 경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심판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심판설명회에는 구단의 경우 감독이나 어시스턴트 코치 

중 1명이 참석 하며 WKBL은 심판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단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심판교육관 및 해당심판이 참석할 수 있다. 

 ⑫  감독의 권한 중 비디오 판독 요청 : 감독은 터치아웃 

상황에서만 비디오 판독을 1회 요청할 수 있으며 

터치아웃에 의한 데드볼 상황부터 볼이 라이브 되기 

전까지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판독 결과 판정이 바뀌는 경우 비디오 판독 요청 

기회가 1회 더 주어진다. 또한 판독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 할 수 없다.

제 12 조 (사용구)    

WKBL의 공식대회 사용구는 STAR 컬러볼로 한다.

제 13 조 (출전선수 수)   

 ①  WKBL 리그에 출전 할 선수의 자격은 WKBL에 등록된 

각 팀 13명 이상의 선수로 한다.

 ②  매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팀의 선수 정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③ 대회신청서의 배번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적 선수)    

 ①  선수 이적은 WKBL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회기간 

중 마지막 2라운드 시작 전까지 허용된다.

제 15 조 (유니폼)   

 ①  각 팀은 WKBL리그전에 착용할 유니폼을 WKBL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홈팀은 밝은색, 원정팀은 어두운색 유니폼을 착용토록 

한다. 그러나 양팀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두 팀이 유니폼 

색깔을 바꾸어 착용할 수 있다.

제 16 조 (경기의 승패)   

경기의 승패는 매 경기마다 결정한다.

제 17 조 (개막전)   

타이틀스폰서 팀과 추첨을 통해 개막전 경기를 한다.

제 18 조 (순위 결정)   

정규리그 결과 팀의 순위는 이긴 수가 많은 팀이 상위로 

결정된다. 다만, 순위 결정에 있어 이긴 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  두 팀의 승수가 같을 경우, 두 팀 간의 승패를 계산하여 

이긴 수가 많은 팀이 상위팀이 된다.

 ②  3개 팀 이상 승수가 같을 경우, 해당 팀 간의 승패를 

계산하여 이긴 수가 많은 팀이 상위팀이 된다.

 ③  전 호의 경우 해당 팀 간의 승수가 같을 경우, 해당 

팀 간의 총 득점과 총 실점을 기준으로 득실률을 따져 

득실률이 좋은 팀이 상위팀이 된다.

 ④  전 호의 경우 해당 팀 간의 득실률이 같을 경우 전 

팀 간의 총 득점과 총 실점을 기준으로 득실률을 따져 

득실률이 좋은 팀이 상위팀이 된다.

 ⑤ 골 득실률은 득점을 실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 19 조 (책임)

 ①  WKBL은 선수, 임원, 심판, 경기요원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각 팀은 경기 중 응원단의 질서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방지에 노력할 책임이 있다.

  •  경기장내 설치된 음향기기(WKBL 인정 기기) 이외의 

앰프 및 확성기의 추가 반입은 금지된다.

  •  경기음악의 크기는 경기관전과 중계방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80데시벨(db)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  경기 중 응원 단장의 마이크 및 호각의 사용은 

금지된다.

  •  경기장내 북의 사용은 금지된다.

 ③  경기시작 전 애국가 제창 시 선수들은 해당 팀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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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코트에 일렬로 도열하여야 한다.

 ④  심판대기실에는 감독, 코치, 선수 등 모든 구단 

관계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홈팀은 경기장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모든 응원과 관련하여 경기장내 질서 유지 및 경기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감독관이 심판을 통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홈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경 기 운 영

제 20 조 (경기 일정)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규경기 : 2016년 10월 29일~2017년 3월 6일

 2. 플레이오프 : 2017년 3월 10일~2017년 3월 14일 

 3. 챔피언 결정전 : 2017년 3월 16일~2017년 3월 24일

 4. WKBL 올스타전 : 2017년 1월 15일

제 21 조 (경기방법)   

정규리그는 6개 팀이 7회의 round robin방식으로 진행하고 

결선은 토너먼트로 한다.

제 22 조 (Playoffs 경기)

①, ②, ③ 정규리그 경기 성적 순위

 ①  플레이오프 경기는 정규리그 결과 상위 3개 팀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②  플레이오프 경기는 3전 2선승제로, 챔피언 결정전은 

5전 3선승제로 한다.

제 23 조 (경기운영 책임)   

 ①  경기운영에 관하여는 경기감독관과 WKBL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②  경기개시 9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제 24 조 (경기기술위원)   

 ①  총재는 WKBL규칙에 따라 매 경기별 1인의 기술위원을 

위촉 파견한다(T/C).

 ② 기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기개시 9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2.  경기종료 24시간 내에 「경기운영보고서」를 총재에게 

제출한다.

  3.  경기 중 경기의 중단, 폭력행위, 임원선수의 퇴장 

등 경기장 질서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 긴급보고서」를 총재에게 제출한다.

  4. 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사항을 보고한다.

  5.  기타 경기운영상 총재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25 조 (경기 중지 결정)   

경기 중 경기감독관은 주심,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경기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중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경기중지 보고서」를 총재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재경기)   

 ①  천재지변, 교통, 전기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총재의 

결정에 따라 재경기를 실시한다.

 ② 재경기 개최일시, 장소는 WKBL 총재가 결정한다.

제 27 조 (경기시간)   

평일 경기시간은 오후 7시에 시작하며 주말 및 공휴일 

경기시간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중계방송 사정에 의하여 경기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제 28 조 (경기일정 장소의 변경)   

 ①  경기의 개최일, 시간, 장소의 변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변경 결정 할 수 있다.

  •  이사회의 변경 승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기의 개최일, 시간, 장소의 

변경은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총재가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제 29 조 (경기장 도착)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원칙적으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➊➋➌

SU
PPLEM

EN
T

195



제 30 조 (경기시간의 엄수)   

 ①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정시에 경기가 시작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등의 사태 또는 중계방송으로 인해 경기 

시작이 지연될 경우 주심은 WKBL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으로 인한 경기시작 지연은 10분 

이내로 한다.

 ③  어느 한 팀이 경기 개시 시간 내 경기장에 출장하지 

못했을 경우 주심은 WKBL의 승인을 받아 경기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 31 조 (몰수패 처리)   

경기가 어느 팀 일방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로 경기의 개최 

불능 또는 경기 중지가 되었을 경우, 해당 팀에 대하여 0대 

20으로 패전 처리 할 수 있다.

제 32 조 (선수명단 제출)   

경기 출전 팀은 경기 20분 전에 출전선수 명단을 기록석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심판의 확인)   

심판은 경기 개시 전 제출된 선수명단으로 선수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34 조 (경기임원 등)   

경기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기임원 등을 

두어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

 1. 경기감독관

 2. 경기통계요원

 3. 심판원

 4. 장내아나운서

 5. 의무

 6. 질서요원

 7. 잡역

제 35 조 (표창)   

WKBL은 정규리그, 플레이오프경기 종료 후 경기 실적에 따라 

다음의 시상을 실시한다. 정규리그 2/3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 경기시상

구 분 대 상 선정방법

정규리그 
MVP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기자단

ㆍ정규리그 2/3 이상 출전

챔피언전 
MVP

ㆍ플레이오프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기자단

정규리그  
MIP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WKBL 
평가단ㆍ라운드별 MIP 선수 중 1명

신인선수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신인선수 중 1명 기자단

우수
수비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기술위원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식스 
우먼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기자단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모범
선수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심판원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외국인선수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중 1명 기자단

지도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팀 감독 중 1명 기자단

최우수심판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심판 중 1명 심판평가

BEST 5

ㆍ 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포지션별로 
선정 (가드 2명, 포워드 2명, 센터 1명) 기자단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라운드별 
MVP

ㆍ정규리그 해당 라운드에 출전한 모든 선수

기자단ㆍ포지션에 관계없이 라운드별 1명 선정

ㆍ해당 라운드별 경기수의 2/3이상 출전

라운드별 
MIP

ㆍ정규리그 해당 라운드에 출전한 모든 선수 WKBL 
평가단ㆍ포지션에 관계없이 라운드별 1명 선정

프론트상
ㆍ 구단운영 및 홍보, 대회운영 협조가 가장  

우수한 1개 구단 선정
WKBL 
평가단

▣  통계에 의한 시상

구 분 대 상

득점상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정규리그 2/3이상 출전

3득점상 ·선수 1명 (최다 성공 선수)

3점 야투상
·선수 1명 (최고 성공률)

·정규리그 2/3이상 출전

2점 야투상
·선수 1명 (최고 성공률)

·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자유투상
·선수 1명 (최고 성공률)

·정규리그 2/3이상 출전

리바운드상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어시스트상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스틸상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정규리그 2/3이상 출전

블록상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윤덕주상 ·선수 1명 (최고 공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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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제재)   

 ①  총재는 경기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WKBL규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자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재 요청은 총재, 사무총장, 재정위원장, 

심판위원장이 할 수 있다.

제 37 조 (반칙금)   

 ①  경기장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 등 구단 임원 그리고 

심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총재는 반칙금을 부과한다.

  •  테크니컬 파울 행위를 하는 자에게 100,000원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폭력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는 자에게는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폭력행위 등 사고발생 시 선수석을 이탈하는 자에게는 

5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심판, 경기기록원 등에 대한 공개적 비난 행위를 하는 

자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심판의 허락 없이 퇴장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관중을 선동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구단 관계자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 감독, 코치가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심판에 의하여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 감독, 코치가 지각 출전하는 경우에는 3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 감독, 코치가 퇴장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코트를 떠나 선수대기실에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남아있거나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출전 정지된 감독, 

코치는 경기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작전지시를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중

  가)  욕설, 조롱 등의 비신사적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나)  선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Unsportsman-like foul에 해당하는 행위

     2. 구타 등 가격 행위

     3. 팔꿈치 가격 행위

     4. 기타 극악한 파울 행위

  •  전반 및 경기 종료 후 1분 이내 선수대기실로 퇴장치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가 WKBL 유니폼 기준에 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경기부에 공식 보고 되지 않은 선발 또는 교체 선수가 

경기에 참가한 경우에는 1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 감독, 코치가 경기 전, 후 인터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2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②  전항 이외에도 과도한 비신사적인 행위 등은 사항의 

정도에 따라 WKBL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반칙금을 부과한다.

 ③  심판이 경기운영상 규칙 적용을 위반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판 3인에게 각각 1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이 부과된다.

 ④  비디오 분석에 따라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었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WKBL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상기 ②~④항에 대해서는 총재, 사무총장, 재정위원장, 

심판위원장만이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반칙금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WKBL 재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반칙금은 

기일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⑦  반칙금을 구단이 대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여 기일 내에 WKBL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당 해당 반칙금의 5/100씩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W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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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Sports, KBS W  http://www.kbsn.co.kr
스카이스포츠 채널 관련 정보  http://tv.skylife.co.kr/skySports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상, 대전, 대구, 광주, 전라, 충청, 강원, 제주

권역 지역방송국(SO)명
KBS N Sports KBS W

SD HD SD HD

전국 Skylife - 51 - 114

IPTV

SK BTV - 53 - 401

LGU+ - 52 - 78

Olleh TV - 59 - 83

•지역 케이블 - KBS N Sports 

상세지역 방송사 채널번호 안내전화 URL

서울

강남구 (주)씨앤엠 강남방송 115(HD) / 601(SD) (02) 2056-7777 www.gangnam.cnm.co.kr

강동구 (주)씨엔앰 강동케이블TV 71(HD) / 601(SD) (02) 418-3000 www.kangdong.cnm.co.kr

강북,도봉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강서구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관악구 (주)현대HCN 관악방송 501(HD) (070) 8100-3333 www.kcn.kcn.co.kr

광진,성동구 (주)티브로드 광진성동방송 141(HD) / 14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광진,성동구 (주)씨앤엠 동서울케이블TV 71(HD) / 601(SD) (02) 1644-1100 www.dongseoul.cnm.co.kr

구로,금천구 (주)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TV 71(HD) / 601(SD) (02) 2107-6800 www.kuro.cnm.co.kr

노원구 (주)티브로드 노원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노원구 (주)씨앤엠 노원케이블TV 71(HD) / 601(SD) (02) 939-9393 www.nowon.cnm.co.kr

동대문구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동대문구 (주)CMB동서방송 79(HD) / 79(SD) (02) 1544-3434 www.cmbds.tv

동작구 (주)현대HCN동작방송 501(HD) (070) 8100-8080 www.dcc.hcn.co.kr

마포구 (주)씨앤앰마포케이블TV 71(HD) / 601(SD) (02) 6390-7000 www.mapo.cnm.co.kr

서대문구 (주)씨앤앰 서서울 케이블TV 71(HD) / 601(SD) (02) 380-7526 www.seoseoul.cnm.co.kr

2O16~2O17 WOMEN’S KOREAN 
BASKETBALL LEAGUE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방송 채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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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지역 방송사 채널번호 안내전화 URL

서대문구 (주)티브로드 서대문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서초구 (주)씨앤엠 서초케이블TV 71(HD) / 601(SD) (02) 585-1515 www.nambu.cnm.co.kr

서초구 (주)현대HCN 서초방송 501(HD) (070) 8100-5000 www.stn.hcn.co.kr

성북구 (주)씨앤앰 북부케이블TV 71(HD) / 601(SD) (02) 1644-1100 www.bukbu.cnm.co.kr

송파구 (주)씨앤앰 송파케이블TV 71(HD) / 601(SD) (02) 1644-1100 www.songpa.cnm.co.kr

양천구 (주)CJ헬로비전 양천방송 71(HD) / 602(SD) (02) 1544-1002 www.cjhellovision.com

서울 영등포구 (주)CMB한강방송 79(HD) / 79(SD) (02) 1544-3434 www.cmbhk.tv

용산구 (주)씨앤앰 용산 케이블TV 71(HD) / 601(SD) (02) 318-1800 www.yongsan.cnm.co.kr

은평구 (주)CJ헬로비전 은평방송 71(HD) / 602(SD) (02) 1544-1002 www.cjhellovision.com

종로,중구 (주)씨앤앰 중앙케이블TV 71(HD) / 601(SD) (02) 753 6781 www.chungang.cnm.co.kr

종로,중구 (주)티브로드 종로중구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중랑구 (주)씨앤앰 중랑케이블TV 71(HD) / 601(SD) (02) 753-6781 www.jungnang.cnm.co.kr

인천, 

경기

남구,연수구 남인천방송(주) 71(HD) / 602(SD) (070) 8192-0779 www.nibtv.co.kr

남동구 (주)티브로드 남동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부평구,계양구 (주)CJ헬로비전북인천방송 71(HD) / 602(SD) (02) 1544-1002 www.cjhellovision.com

서구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동구,웅진,강화군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고양,파주 (주)씨앤엠 경기 케이블TV 71(HD) / 601(SD) (031) 1644-2100 www.kyoungki.cnm.co.kr

과천,의왕,군포,안양 (주)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광명,안산,시흥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구리,하남권 (주)씨앤앰 경동케이블TV 71(HD) / 601(SD) (031) 1644-2100 www.kyoungdong.cnm.co.kr

부천,김포 (주)CJ헬로비전 부천김포방송 71(HD) / 602(SD) (031) 1544-1002 www.cjhellovision.com

성남 (주)아름방송네트워크 42(HD) / 601(SD) (070) 1544-1100 www.abn.co.kr

수원,오산,화성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용인,평택,이천,안성 (주)티브로드 가남성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의정부,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주)씨앰앤 우리케이블TV 71(HD) / 601(SD) (031) 872-0900 www.woori.cnm.co.kr

의정부,양주,동두천, 

포천,연천
CJ헬로비전 나라방송 71(HD) (031) 840-9090 www.naraspee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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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지역 방송사 채널번호 안내전화 URL

부산, 

경상

강서,북구,사상구 (주)티브로드 낙동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강서,북구,사상구 북부산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금정구 (주)CJ헬로비전 금정방송 71(HD) / 602(SD) (051) 1544-1003 www.cjhellovision.com

남구,수영구 (주)티브로드 동남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동래,연제구 (주)현대HCN부산방송 501(HD) / 501(SD) (070) 8100-0300 www.pcs.hcn.co.kr

부산진구 (주)CJ헬로비전 중앙방송 71(HD) / 602(SD) (051) 1544-1003 www.cjhellovision.com

서,사하구 (주)동서디지털방송 111(HD) / 111(SD) (051) 253-8458 www.dsdcatv.com

서,사하구 (주)티브로드 서부산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중동,영도구 (주)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71(HD) / 602(SD) (051) 1544-1003 www.cjhellovision.com

해운대구,기장군 (주)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71(HD) / 601(SD) (051) 1544-1003 www.cjhellovision.com

경남 김해,밀양,양산,

창녕,합천,거창
(주)CJ헬로비전 가야방송 71(HD) / 602(SD) (051) 1544-1003 www.cjhellovision.com

경남 마산,통영, 

거제,고성
(주)CJ헬로비전 마산방송 71(HD) / 602(SD) (051) 1544-1003 www.cjhellovision.com

경남 진주,사천,남해,

하동,산청,함양
(주)서경방송 402(HD) (055) 740-3301 www.iscs.co.kr

경남 창원,진해, 

함안,의령군
(주)CJ헬로비전 경남방송 71(HD) / 602(SD) (055) 1544-1003 www.cjhellovision.com

경북 경주,영천, 

경산,청도
(주)CJ헬로비전 신라방송 71(HD) / 602(SD) (054) 1644-3344 www.cjhellovision.com

경북 구미,김천,상주,

칠곡,성주,고령
(주)현대HCN 새로넷방송 501(HD) (070) 8100-1234 www.srn.hcn.co.kr

경북 안동,영주,예천,

의성,봉화,문경
(주)CJ헬로비전 영남방송 71(HD) / 602(SD) (02) 1544-1003 www.cjhellovision.com

경북 포항,울릉, 

영덕,울진
(주)현대HCN 경북방송 501(HD) (070) 8100-7777 www.kcb.hcn.co.kr

경북 포항,울릉, 

영덕,울진
(주)PCB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42(SD) (054) 278-5555 www.pcbtv.co.kr

울산 (주)JCN 울산중앙방송 43(HD) / 232(SD) (052) 257-0001 www.icntv.co.kr

대전, 

대구, 

광주

대전 동구,대덕구 (주)CMB대전방송 79(HD) / 79(SD) (042) 1544-3434 www.icmb.tv

중,서,유성구 (주)CMB대전방송 79(HD) / 79(SD) (02) 1544-3434 www.icmb.tv

달서구,달성군 TNC 케이블방송(주) 141(HD) / 141(SD) (053) 1877-6144 www.tcncatv.com

달서구,달성군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 71(HD) / 602(SD) (053) 551-2000 www.g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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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지역 방송사 채널번호 안내전화 URL

대전, 

대구, 

광주

동구 (주)CJ헬로비전 대구동부방송 71(HD) / 602(SD) (070) 8120-8888 www.cjhellovision.com

동구 (주)CMB 대구동구방송 79(HD) / 79(SD) (053) 1544-3434 www.cmbtg.tv

서구 (주)티브로드 대경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북구 (주)현대 HCN금호방송 501(HD) (070) 8100-6000 www.kcs.hcn.co.kr

수성구 (주)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71(HD) / 602(SD) (070) 8120-8888 www.cjhellovision.com

수성구 (주)CMB대구수성방송 79(HD) / 79(SD) (053) 1544-3434 www.cmbtg.tv

중,남구 (주)티브로드 대구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중,남구 TCN 케이블방송(주) 121(HD) / 121(SD) (053) 1877-6114 www.tcncatv.com

광주 남,서,광산구 (주)CMB광주방송 79(HD) / 79(SD) (062) 1544-3434 www.cmbkj.tv

광주 동구,북구 (주)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36(HD) (062) 417-8000 www.kctv.co.kr

광주 동구,북구 (주)CMB광주방송 동부지점 79(HD) / 79(SD) (062) 1544-3434 www.cmbkj.tv

전라, 

충청, 

강원, 

제주

전남 나주,화순,보성,

장성,영광,함평
(주)CMB전남방송 79(HD) / 79(SD) (061) 1544-3434 www.cmbjn.tv

전남 목포,신안,무안,

강진,완도,해남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71(HD) / 71(SD) (061) 270-1580 www.hbc24.co.kr

전남 여수,순천, 

고흥,광양
(주)CJ헬로비전 아라방송 71(HD) / 602(SD) (070) 1588-3450

www.ara.cjhellovision.

com

전북 김제,정읍,남원,

고창,부안,임실
(주)한국케이블TV 전북방송 52(SD) (070) 8145-6300 www.jbclife.com

전북 익산,군산 금강방송(주) 77(HD) / 77(SD) (063) 1544-5400 www.kcn.tv

전북 전주,완주군, 

무주,진안,장수군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충남 공주,논산,보령,

부여,금산,서천
(주)충청방송 31(HD) / 31(SD) (041) 858-0100 www.cmbtv.com

충남 당진,서산 (주)CJ헬로비전 충남방송 71(HD) / 602(SD) (041) 1544-1002 www.cjhellovision.com

충남 천안시,아산시, 

연기군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121(HD) / 121(SD) (070) 8177-0000 www.tbroad.com

충북 청주,청원군, 

영동,옥천,보은군
(주)현대HCN 충북방송 501(HD) (070) 8177-0000 www.ccn.hcn.co.kr

충북 충주,제천,단양,

괴산,진천,음성
CCS충북방송(주) 113(HD) / 113(SD) (043) 850-7000 www.ccstv.co.kr

강릉,동해,속초,태백, 

삼척,양양,고성
(주)CJ헬로비전 영동방송 71(HD) (070) 8120-1000 www.cjhellovision.com

원주,횡성,영월, 

평창,정선
(주)영서방송 71(HD) (033) 747-6700 www.ybn.co.kr

춘천,홍천,철원,화천, 

양구군,인제
(주)강원방송 181(HD) (033) 1877-5500 www.ig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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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16~2O17 WOMEN’S KOREAN 
BASKETBALL LEAGUE

R NO. 일자 요일 시간 경기 장소

1R

1 10월 29일 토 17:00 삼 성 생 명 : 우 리 은 행 용인실내체육관

2 10월 30일 일 17:00 K B 스 타 즈 : K D B 생 명 청주체육관

3 10월 31일 월 19:00 신 한 은 행 : KEB하나은행 인천도원체육관

4 11월 02일 수 19:00 우 리 은 행 : K B 스 타 즈 아산이순신체육관

5 11월 03일 목 19:00 KEB하나은행 : 삼 성 생 명 부천실내체육관

6 11월 04일 금 19:00 K D B 생 명 : 신 한 은 행 구리시체육관

7 11월 05일 토 17:00 KEB하나은행 : K B 스 타 즈 부천실내체육관

8 11월 06일 일 17:00 신 한 은 행 : 우 리 은 행 인천도원체육관

9 11월 07일 월 19:00 K B 스 타 즈 : 삼 성 생 명 청주체육관

10 11월 09일 수 19:00 우 리 은 행 : K D B 생 명 아산이순신체육관

11 11월 10일 목 19:00 K B 스 타 즈 : 신 한 은 행 청주체육관

12 11월 11일 금 19:00 삼 성 생 명 : K D B 생 명 용인실내체육관

13 11월 12일 토 17:00 우 리 은 행 : KEB하나은행 아산이순신체육관

14 11월 13일 일 17:00 신 한 은 행 : 삼 성 생 명 인천도원체육관

15 11월 14일 월 19:00 K D B 생 명 : KEB하나은행 구리시체육관

2R

16 11월 16일 수 19:00 K B 스 타 즈 : 우 리 은 행 청주체육관

17 11월 17일 목 19:00 K D B 생 명 : 삼 성 생 명 구리시체육관

18 11월 18일 금 19:00 KEB하나은행 : 신 한 은 행 부천실내체육관

19 11월 19일 토 17:00 삼 성 생 명 : K B 스 타 즈 용인실내체육관

20 11월 20일 일 17:00 K D B 생 명 : 우 리 은 행 구리시체육관

21 11월 21일 월 19:00 신 한 은 행 : K B 스 타 즈 인천도원체육관

22 11월 23일 수 19:00 삼 성 생 명 : KEB하나은행 용인실내체육관

23 11월 24일 목 19:00 우 리 은 행 : 신 한 은 행 아산이순신체육관

24 11월 25일 금 19:00 KEB하나은행 : K D B 생 명 부천실내체육관

25 11월 26일 토 17:00 우 리 은 행 : 삼 성 생 명 아산이순신체육관

26 11월 27일 일 17:00 K D B 생 명 : K B 스 타 즈 구리시체육관

27 11월 28일 월 19:00 삼 성 생 명 : 신 한 은 행 용인실내체육관

28 11월 30일 수 19:00 KEB하나은행 : 우 리 은 행 부천실내체육관

29 12월 01일 목 19:00 신 한 은 행 : K D B 생 명 인천도원체육관

30 12월 02일 금 19:00 K B 스 타 즈 : KEB하나은행 청주체육관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경기 일정

※ 중계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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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NO. 일자 요일 시간 경기 장소

3R

31 12월 03일 토 17:00 우 리 은 행 : 삼 성 생 명 아산이순신체육관

32 12월 04일 일 17:00 K B 스 타 즈 : K D B 생 명 청주체육관

33 12월 05일 월 19:00 신 한 은 행 : KEB하나은행 인천도원체육관

34 12월 07일 수 19:00 삼 성 생 명 : K D B 생 명 용인실내체육관

35 12월 08일 목 19:00 우 리 은 행 : KEB하나은행 아산이순신체육관

36 12월 09일 금 19:00 신 한 은 행 : K B 스 타 즈 인천도원체육관

37 12월 10일 토 17:00 K D B 생 명 : 우 리 은 행 구리시체육관

38 12월 11일 일 17:00 KEB하나은행 : 삼 성 생 명 부천실내체육관

39 12월 12일 월 19:00 신 한 은 행 : K D B 생 명 인천도원체육관

40 12월 14일 수 19:00 K B 스 타 즈 : 삼 성 생 명 청주체육관

41 12월 15일 목 19:00 우 리 은 행 : 신 한 은 행 아산이순신체육관

42 12월 16일 금 19:00 K D B 생 명 : KEB하나은행 구리시체육관

43 12월 17일 토 17:00 K B 스 타 즈 : 우 리 은 행 청주체육관

44 12월 18일 일 17:00 삼 성 생 명 : 신 한 은 행 용인실내체육관

45 12월 19일 월 19:00 K B 스 타 즈 : KEB하나은행 청주체육관

4R

46 12월 21일 수 19:00 우 리 은 행 : K D B 생 명 아산이순신체육관

47 12월 22일 목 19:00 KEB하나은행 : 신 한 은 행 부천실내체육관

48 12월 23일 금 19:00 삼 성 생 명 : 우 리 은 행 용인실내체육관

49 12월 24일 토 17:00 K B 스 타 즈 : 신 한 은 행 청주체육관

50 12월 25일 일 17:00 K D B 생 명 : KEB하나은행 구리시체육관

51 12월 26일 월 19:00 삼 성 생 명 : K B 스 타 즈 용인실내체육관

52 12월 28일 수 19:00 KEB하나은행 : 우 리 은 행 부천실내체육관

53 12월 29일 목 19:00 신 한 은 행 : 삼 성 생 명 인천도원체육관

54 12월 30일 금 19:00 K D B 생 명 : K B 스 타 즈 구리시체육관

55 12월 31일 토 17:00 신 한 은 행 : 우 리 은 행 인천도원체육관

56 01월 01일 일 17:00 K D B 생 명 : 삼 성 생 명 구리시체육관

57 01월 02일 월 19:00 KEB하나은행 : K B 스 타 즈 부천실내체육관

58 01월 04일 수 19:00 K D B 생 명 : 신 한 은 행 구리시체육관

59 01월 05일 목 19:00 우 리 은 행 : K B 스 타 즈 아산이순신체육관

60 01월 06일 금 19:00 삼 성 생 명 : KEB하나은행 용인실내체육관

※ 중계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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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NO. 일자 요일 시간 경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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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01월 07일 토 17:00 신 한 은 행 : K D B 생 명 인천도원체육관

62 01월 08일 일 17:00 KEB하나은행 : 우 리 은 행 부천실내체육관

63 01월 09일 월 19:00 삼 성 생 명 : K B 스 타 즈 용인실내체육관

64 01월 11일 수 19:00 KEB하나은행 : K D B 생 명 부천실내체육관

65 01월 12일 목 19:00 우 리 은 행 : 신 한 은 행 아산이순신체육관

01월 15일 일 시간미정 올스타전

66 01월 18일 수 19:00 K B 스 타 즈 : K D B 생 명 청주체육관

67 01월 19일 목 19:00 KEB하나은행 : 삼 성 생 명 부천실내체육관

68 01월 20일 금 19:00 K D B 생 명 : 우 리 은 행 구리시체육관

69 01월 21일 토 17:00 삼 성 생 명 : 신 한 은 행 용인실내체육관

70 01월 22일 일 17:00 K B 스 타 즈 : 우 리 은 행 청주체육관

71 01월 23일 월 19:00 신 한 은 행 : KEB하나은행 인천도원체육관

72 01월 25일 수 19:00 삼 성 생 명 : K D B 생 명 용인실내체육관

73 01월 26일 목 19:00 K B 스 타 즈 : KEB하나은행 청주체육관

74 01월 27일 금 17:00 우 리 은 행 : 삼 성 생 명 아산이순신체육관

75 01월 30일 월 17:00 신 한 은 행 : K B 스 타 즈 인천도원체육관

6R

76 02월 01일 수 19:00 K D B 생 명 : 삼 성 생 명 구리시체육관

77 02월 02일 목 19:00 KEB하나은행 : 신 한 은 행 부천실내체육관

78 02월 03일 금 19:00 우 리 은 행 : K B 스 타 즈 아산이순신체육관

79 02월 04일 토 17:00 삼 성 생 명 : KEB하나은행 용인실내체육관

80 02월 05일 일 17:00 우 리 은 행 : K D B 생 명 아산이순신체육관

81 02월 06일 월 19:00 K B 스 타 즈 : 신 한 은 행 청주체육관

82 02월 08일 수 19:00 KEB하나은행 : K D B 생 명 부천실내체육관

83 02월 09일 목 19:00 K B 스 타 즈 : 삼 성 생 명 청주체육관

84 02월 10일 금 19:00 K D B 생 명 : 신 한 은 행 구리시체육관

85 02월 11일 토 17:00 우 리 은 행 : KEB하나은행 아산이순신체육관

86 02월 12일 일 17:00 신 한 은 행 : 삼 성 생 명 인천도원체육관

87 02월 13일 월 19:00 K D B 생 명 : K B 스 타 즈 구리시체육관

88 02월 15일 수 19:00 삼 성 생 명 : 우 리 은 행 용인실내체육관

89 02월 16일 목 19:00 KEB하나은행 : K B 스 타 즈 부천실내체육관

90 02월 17일 금 19:00 신 한 은 행 : 우 리 은 행 인천도원체육관

※ 중계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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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NO. 일자 요일 시간 경기 장소

7R

91 02월 18일 토 17:00 K D B 생 명 : 삼 성 생 명 구리시체육관

92 02월 19일 일 17:00 K B 스 타 즈 : KEB하나은행 청주체육관

93 02월 20일 월 19:00 우 리 은 행 : 신 한 은 행 아산이순신체육관

94 02월 22일 수 19:00 삼 성 생 명 : K B 스 타 즈 용인실내체육관

95 02월 23일 목 19:00 KEB하나은행 : K D B 생 명 부천실내체육관

96 02월 24일 금 19:00 신 한 은 행 : 삼 성 생 명 인천도원체육관

97 02월 25일 토 17:00 KEB하나은행 : 우 리 은 행 부천실내체육관

98 02월 26일 일 17:00 신 한 은 행 : K B 스 타 즈 인천도원체육관

99 02월 27일 월 19:00 K D B 생 명 : 우 리 은 행 구리시체육관

100 03월 01일 수 17:00 삼 성 생 명 : KEB하나은행 용인실내체육관

101 03월 02일 목 19:00 신 한 은 행 : K D B 생 명 인천도원체육관

102 03월 03일 금 19:00 K B 스 타 즈 : 우 리 은 행 청주체육관

103 03월 04일 토 17:00 KEB하나은행 : 신 한 은 행 부천실내체육관

104 03월 05일 일 17:00 K D B 생 명 : K B 스 타 즈 구리시체육관

105 03월 06일 월 19:00 우 리 은 행 : 삼 성 생 명 아산이순신체육관

※ 중계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NO. 일자 요일 시간 경기 장 소

106 03월 10일 금 19:00 정규리그 2위 : 정규리그 3위 정규리그 2위 홈

107 03월 12일 일 17:00 정규리그 3위 : 정규리그 2위 정규리그 3위 홈

108 03월 14일 화 19:00 정규리그 2위 : 정규리그 3위 정규리그 2위 홈

※ 중계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플레이오프

NO. 일자 요일 시간 경기 장 소

109 03월16일 목 19:00 정규리그 1위 : 플레이오프 승리팀 정규리그 1위 홈

110 03월18일 토 17:00 정규리그 1위 : 플레이오프 승리팀 정규리그 1위 홈

111 03월20일 월 19:00 플레이오프 승리팀 : 정규리그 1위 플레이오프 승리팀 홈

112 03월22일 수 19:00 플레이오프 승리팀 : 정규리그 1위 플레이오프 승리팀 홈

113 03월24일 금 19:00 정규리그 1위 : 플레이오프 승리팀 정규리그 1위 홈

※ 중계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챔피언 결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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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시즌 여자프로농구

이곳에서 만나세요!

한국여자농구연맹 공식 홈페이지  www.wkbl.or.kr

 

한국여자농구연맹 공식 홈페이지. 경기 일정과 그날 경기 기록, 선수 프로필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날  경기의 생생한 사진들도 바로바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여자농구연맹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f.wkBL/

 

WKBL이 운영하는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기사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컷과 보기 편하게 정리된 

카드 뉴스 등 SNS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된다. 휴대폰으로 편히 볼 수 있는 동영상은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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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농구연맹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baskettoday

 

WKBL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이 전달되는 공식 블로그! 유투브(youtube)를 패러디한 W-tube에서는 

화제만발 영상 아이템, 여농토크를 포함해 아이디어와 영상미가 돋보이는 WKBL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여자농구연맹 TV캐스트  tvcast.naver.com/wkbl

 

스마트폰 시대에 TV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은 필수! TV 캐스트는 동영상만을 제공하는 섹션으로, ‘여농토크’를 비롯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들의 기부 프로젝트, ‘여농 임파서블’과 선수 인터뷰 등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삼성생명 www.facebook.com/goblueminx KB스타즈 www.facebook.com/KBSTARSBASKETBALL

신한은행 www.facebook.com/shinhan.sbirds KDB생명 www.facebook.com/KDBLIFEWINNUS

우리은행 www.facebook.com/wibeebasketball KEB하나은행 www.facebook.com/kebhanabasket

구단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서는 그 어느 매체에서도 볼 수 없는 신선한 뒷이야기가 숨어있다.  

동영상부터 사진 이야기까지! 여농 팬들이라면 필수! 얼른 친추! 강추! 

 구단별 페이스북   FOLLOW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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