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명보가 살길은 히딩크 감독이 유일하다. 

3 부 홍명보의 행정력은 전문성 부족으로 의심스럽다. 

Legal Disclaimer: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document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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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가 속된 말로 행정경험이 전무한데도 정몽준규의 카드를 수락했지만 
확신하는데 행정능력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첫째 홍명보는 학원축구의 최대 수혜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성적만이 최우선인 학원축구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대표적인 선수가 홍명보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 40 대 이상의 국민들이라면 학교내 운동선수가 받아온 혜택은 학교수업 불참은 기본이었고 
학교수업을 받드라도 일반학생의 학업진도를 따라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음을 잘알고 있을 
것이다.  
이 학원축구의 성공 롤모델인 홍명보가  
중.고.대학시절에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을잘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직에서의 경험이 전혀없는 홍명보가 속된말로 축구팬티만 입고 운동장만 
40 여년 굴러온 그가 행정의 기본을 알고 있을지는 초딩도 그 해답을 알수 있을 것이다. 홍명보의 
능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거의 50 여년의 인생동안 특히 성인이 된 이후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안이나 기획를 한적이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원문보기] http://cafe.naver.com/purplesniva/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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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운동출신 선수들은 90% 이상이 대학전공이 체육학과임이 학업보다는 운동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조광래 대구 FC 사장의 연대 경영학과로 알고 있고 그는 지금 대구 FC 에서 
축구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CEO 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로 일반기업에서의 임원의 역할은 보고받고 사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반드시 
개인 성과가 필요한 중책을 맡고 있음이 트랜드이다. 또한 그들의 리더십과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핵심인재만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이 필수인 축협전무라는 막중한 자리를 행정 무능력자인 
홍명보를 끌어들인 정몽준규를 비판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축구선진화에 한발 더 가까워진 
일본과 축구굴기를 지향하는 중국의 거대자본에 대응할 한국축구의 행정수장이 
홍명보의 능력으로 가능할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산업개발의 민간기업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들의 기존 조직은 극도로 반발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대가가 사유화시킨 축협은 이런 무능력자 홍명보를 행정수장으로 앉힌 정몽준규의 
의도는 무엇인가? 
한국축구를 후진화시킨 주범인 정몽준규가 꺼낸 카드가 행정 무경험자 홍명보로 한국축구를 
부활할 수 있을까? 
 
 
두번째 홍명보의 역할은 허수아비 행정수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홍명보의 행정 무능력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몽준규는 그들의 조직인 현대가 출신들이 축협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홍명보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홍명보의 나이는 출세한 대기업의 전무연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대졸사원이 대기업에 입사해서 전무가 되기 까지는 말그대로 좁은문을 여러번 통과하고 인맥도 
잘 쌓고 성과도 확실해야만 이룰 수 있는 직장인의 꿈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홍명보는 하루아침에 고성능 낙하산을 타고 축협을 접수했다. 
외견상으로 홍명보를 일반기업에 비교하면 20 년 이상 생산현장에서 근무해서 능력도 인정받았던 
사원이 생산현장의 책임자 자리까지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본사의 기획실장이된 격이다. 
생산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력이 본사업무에 도움이 되겠지만 본사 전체의 
콘트롤 타워격인 기획실장의 자리로서는 적임자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또 본사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예전에 LG 전자 창원공장의 
김쌍수 공장장이 본사의 부회장으로 전격 발령이 난적이 있다.  
김쌍수는 LG 창원공장의 생산성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서 자동차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던 
일본의 토요다 자동차가 견학하고 벤치마킹했던 일화가 있다. 
그런데 생산현장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던 김쌍수가 본사 부회장이된 이후로 LG 의 
경쟁력은 삼성전자에 많이 밀리게 되었고 김쌍수는 LG 그룹의 비핵심계열사에서 보직이 
수평이동 되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에게 맞는 
전공분야는 따로 있는 것이다. 
요즘 대기업 후계자도 후계수업을 상당기간 거친후에 능력을 검증받고서야 임원이 된다. 
그래야만이 주주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홍명보가 축협전무의 중책을 맡는 것은 전문성 부족 능력미검증으로 부적절하다. 
4 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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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13:48 답글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예와 함께 홍명보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 

2017.12.11. 13:56 답글 

감사합니다. 든든하고 맛있는 식사를 한 느낌입니다. 그러고 보니 박종환 감독시절 이란전 2:6 패배가 생각 나는데

요. 이게 홍땅보의 작품이었던가요? 술먹고 개판 친 에효~ 
 

 

(****) 

2017.12.11. 17:36 답글 

홍명보의 가슴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수 있고, 실수할수도 있습니다. 세상엔 완벽이란 것이 없기때문에, 세상은 진심어린 반

성과 참회에 너그럽습니다. 

 

홍명보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진정한 축구인이 된다면 그때엔 그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것입니다. 
 

 

(****) 

2017.12.11. 14:12 답글 

실패용, 중국전이 완벽했다네요. 

완전 정신병자인가 봐요. 
 

 

(****) 

2017.12.11. 15:03 답글 

극 공감합니다.^^ 

일 개인에게도 이럴진데, 대한축구협회가 회원들만의 사조직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공조직임

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희망이 되었고, 함께 울고웃고 했던 "축구" 입니다.!!! 

 

그들만의 사조직으로 만들어 지배하고 있고, 후원처들 또한 "대한민국의 축구브랜드"에 후원하는것이지 정씨일가 

사조직에 후원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축협은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축구인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축협에 있는것 입니다. 축구인들은 공개념을 탑재하여야 됩니다.!!! 

축사국이 앞장서서 축협적폐세력들을 반드시 쫒아 내어야 한국축구가 살아 납니다.!!!! 

 

 

(****) 

2017.12.11. 16:33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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