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명보가 살길은 히딩크 감독이 유일하다.  

4 부 결론 홍명보에게 골든타임은 12 월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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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SOURCE (자료): [축사국 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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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는 본인의 약점을 잘알고 있으리라 보고 있으며 정몽준규도 충분히 동의하리라 

짐작하는데도 홍명보를 임명한 의도는  

 

첫번째 홍명보의 인맥과 인지도를 역이용 하는 것이다. 축협행정 수장은 형식적인 자리이며 

실질적으로는 홍명보의 오랜 축구계 선.후배의 인맥으로 정몽준규를  

적극방어 하는 것이다.  

홍명보는 국대은퇴후 부터 연말자선축구로 

인맥관리 및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 

축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고대 선.후배,  

네번의 월드컵 출전으로 쌓은 홍명보의  

인맥은 무시 못할 정도로 큰힘을 발휘하는데 특히 그가 위기에 처했을때 행사는 더욱더 

버라이어티하게 해서 

위기를 정면돌파하는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홍명보는 익숙하지 않는 행정력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 보다는  

본인이 잘아는 축구현장을 개입해서  

 [원문보기] http://cafe.naver.com/purplesniva/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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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고대 후배이자 국대후배인 이임생 

기술위원장을 조정해서 기술위를 통제하고 

장악해서 국대의 월드컵 지원 명분으로  

간접적으로 장악하려 들것이다. 

이것이 정몽준규가 홍명보를 잡은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정몽준규가  

러시아월드컵 대표팀의 경기력과 성적으로 인한 국민신뢰도 회복의 최종카드인  

히딩크 감독 선임을 홍명보에게 맡기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동아시안컵의 성적이 

최고일 경우와 중간일 경우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정몽준규의 전령으로는 

홍명보가  

최적임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예상하는 최상일 경우 국민과 축구팬의 무관심을 유발하는 신태용 카드를 고수하는 

것이다. 정몽준규가 국민의 염원과는 상반된 그들의 자존심과 현대가의 축협을 지키기 위해 

불안한 동거를 하겠지만 러시아 월드컵에 요행만을 바라는 불안한 정몽규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만약에 월드컵에서 광탈한다면 

정몽준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중간성적표를 받게되면 신태용을 쫓아내고 

그란데 수석코치에게 대행꼬리를 붙여주고 

적절한 명분 즉 적임자 및 재정문제로 그란데에게 감독자리를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성적일 경우 2002 년 감독과 주장의 인연과 러시아 프로팀 감독 코치의 

관계를 고려한 히딩크감독 컨텍을  

홍명보가 특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 결론은 홍명보가 사는 길은 히딩크 손을 잡는 것이다. 

홍명보는 행정력 전문성결여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정몽준규의 노림수도 알고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축협이 해온 행정력은 미봉책이 최고의 상책이었다고 본다. 국민의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본인의 권력도 유지하는 길은 탐탁치 않지만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히딩크를 

국대감독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정몽준규가 본인들에게 

껄꾸러운 히딩크를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히딩크의 제자인 홍명보를 통해서 히딩크르 

다시 호출하는 것이다. 필자가 몇번 언급했듯이 히딩크가 한국에 다시 와서 국가대표 감독이 

된다면 한국축구의 오랜 숙제는 단시간에 풀리게 된다. 

여론도 많이 호전되고 축구에 대한 관심은 다시 폭발할 것이고 국대의 경기력은 향상 될 

것이다. 프로축구는 활성화되고 축구 흙수저 출신도 대표가 되는 희망적인 세상이 연출되고 

히딩크 인맥을 통한 국대선수의 유럽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다. 

지금 동아시안컵에서의 명장의 능력을  

중국의 리피감독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명보에게 충고한다. 

히딩크감독 선임을 통해서 또 성과를 통해서 히딩크효과의 가장 큰 수혜자는 

홍명보 본인이 될 것이다.  

필자가 작성한 글은 홍명보를 비판하기 보다는 전도가 유망한 홍명보에게 두번의 실수를 하지 

말고 다시 한국축구의 중심에  

섰으면 한다. 만약에 필자의 소망대로 된다면 홍명보는 먼저 축구하나회 파동 등의 과오를 



반성하고 축구계의 화합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12 월이 마지막이다 . 

눈치보지 말고 신태용을 처내고 히딩크감독을 모셔와라. 

만약에 팔자의 충고를 우습게 여긴다면 

축사국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파헤칠 것임을 경고한다. 
 

 

 

 

댓글 5 | 등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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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15:40 답글 

이렇게 진심어린 충고도 "우이동풍" 일 것 입니다.!! 

깔려면 바로까야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 이런자들의 속성은 화장실 갔다오면 마음이 변합니다.!! 

 

지금 축협전무라는 위치는 상왕 정몽준, 왕 정몽규!! 왕에게 엎드려 있는 부회장급 대선배들!! 

이들에게 자기 의견조차 한마디 못하는 예스맨 일 뿐입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요즘 갑자기 떠들어대는 인간 하나 설득 하기도 벅찰 겁니다.!!!^^ 

 

 

(****) 

2017.12.11. 15:57 답글 

글에 장엄한 혼신의 힘이 실려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셨고, 말미에 홍명보에 대한 경고도 좋았습니다. 

적폐들에겐 우리 [축사국]이 눈에 가시같은 단체입니다. [축사국]만 없었으면, 큰 잡음없이 원하는 시나리오 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또 한번 국민 개.돼지로 무시하며 자기들 호위호식 할터인데.. 

 

혹시라도 우리 카페에 홍명보가 회원으로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랬으면 바로 전달되었을테니 나름 판단 결

정 하겠죠 

 

 

(****) 

2017.12.11. 16:06 답글 

장엄한 글.. 

감사드립니다.^^  

 

미국발 특보들은 축협에 있어서는 전율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겁니다! 
 

 

(****) 

2017.12.11. 16:29 답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홍명보가 좀더 노련하길 

바랄뿐입니다. 
 

 

(****) 



2017.12.11. 18:1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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