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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L에 불어닥친 돌풍: 15/16시즌 레스터 시티의 우승과 빅6 

 

 

 

2016년 5월 3일, 레스터 시티는 1884년 창단 이후 132년 만에 사상 첫 EPL 리그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레스터 시티는 EPL 리그에서 흔히 ‘빅클럽’이라고 불리는 팀이 

아니었으며, 역대 최고 성적이 1928/29 시즌의 1부 리그 준우승 기록이던 팀이었다. 직전 

시즌인 2014/15 시즌 당시, 챔피언십에서 승격하였으나 그래도 EPL 리그 14위로 우승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팀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유명 스포츠 베팅 업체인 윌리엄 힐은 

2015/16 시즌이 시작하기 전 레스터 시티의 우승 배당률에 5000:1을 책정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전히 살아있거나 네스호의 괴물이 여전히 살아있을 

확률과 맞먹는다.” 

 

이에 강등 위기에도 처했었던 레스터 시티가 2015/16 시즌 당시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리그인 EPL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본 사례 연구는 2022년 가을학기 ‘조직학습: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무원 교수님의 지도 하에 곽보경, 권민지, 박정현, 임강현이 작성하였으며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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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L 소개 

1992년 출범된 English Premier League(이하 EPL)는 영국의 프로 축구 1부 리그다. 

EPL은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독일의 분데스리가와 더불어 세계 4대 

축구 리그로 불린다. 프리미어리그는 법인으로 운영되며, 20개 클럽이 해당 법인의 주주 

형태로 소속된다.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한 시즌 동안, 각 클럽은 홈구장에서 한 번 그리고 

상대 팀 구장에서 한 번 경기를 하는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각 클럽당 38경기를 치른다.  

정규 시즌이 마무리되면, EPL의 상위 4개 팀은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하며 EPL 5위 팀과 FA 컵 2 우승팀은 챔피언스리그의 하위 리그인 UEFA 

유로파리그에 진출한다. 반면, EPL의 18~20위인 하위 3개 팀은 2부 리그인 EFL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 반대로 2부 리그인 EFL 챔피언십의 우승 및 준우승 2팀은 EPL로 승격이 된다. 또한 

EFL 리그의 3~6위까지의 4개 클럽은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해당 플레이오프의 우승팀이 

EPL로 승격된다. 

프리미어리그는 축구 리그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움직이는 곳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EPL 20개 구단이 2022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위해 지급한 

이적료는 약 19억 파운드였다. 이는 프리메라리가, 세리에 A, 분데스리가의 모든 구단이 쓴 

이적료를 합한 액수보다 많고 두 번째로 많은 이적료를 쓴 세리에 A 전체 이적료의 약 3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총수입은 이미 2005-

06 시즌에 14억 파운드를 넘겼으며 당시 이탈리아 세리에 A 리그와 4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한다. 

 

 

2. BIG 6, 견고한 여섯 구단의 성벽에 대하여: 

        “빅 6(Big 6)”는 EPL에서 타클럽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쿼드 전력과 재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6개의 팀으로서, 시기별로 구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프리미어 

 

2 잉글랜드 FA컵(FA컵)은 잉글랜드 축구 협회에 속한 1-10부 리그 클럽들이(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참여하여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이다. 1871년 시작하여 현존하는 축구 대회 중 가장 오래된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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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 1980년대에는 리버풀, 맨유, 아스날, 에버튼, 토트넘이 빅5를 이루었고, 2000년대에는 

리버풀, 맨유, 아스날, 첼시가 빅4를 구성했다. 그리고 현대에는 빅4에 맨시티와 토트넘이 

가세하여 빅6를 이루었다. 각 시즌 1~6위는 빅6가 아닌 탑6라고 부르며, 빅6라고 해서 항상 

리그 최상위권을 독점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변을 레스터가 

2015/16시즌에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빅6가 리그를 주도하며, 챔피언스리그 등 리그 간(inter-league) 메이저 

대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EPL의 근간을 형성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EXHIBIT 1] 

따라서 빅6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리그의 분위기와 성격을 알아보며 레스터가 

2015/16시즌 우승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아스날 FC (Arsenal FC) 

아스날 FC는 1886년 창단했으며 잉글랜드 런던을 연고지로 하고 있다. 1부 리그 

우승은 통산 13회를 했으며, 그 중 3회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달성한 것이었다. 

프리미어리그 개편 이후 아스날은 그저 그런 팀이었다. 1992/93 시즌 10위, 1994/95 시즌 

1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후술할 벵거 감독의 부임 이후 아스날은 전혀 다른 팀이 되었다. 

2003/04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유일무이한 무패우승을 기록한 팀이었으며, 2000년 

들어 2015/16시즌까지 4위 밖으로 밀려난 일이 없기에 단단한 저력을 갖춘 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승은 2001/02 시즌, 그리고 2003/04 시즌 이후로는 달성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운이었든 아까운 실력 차였든 안정적인 전력은 갖추었지만 폭발적인 분출을 통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르센 벵거(Arsene Wenger) 감독은 1996년에 감독으로 부임하여 2015/16 시즌까지 

아스날의 감독직을 역임하고 있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곧 아스날의 현대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소위 “아트 사커”라고 불리는 매우 조직적인 축구를 선호한다. 선수들 간에 준비된 패스 

플레이가 예술적이라는 평가에서 나온 용어인데, 아르센 벵거 감독은 아스날 구단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끈끈한 조직력은 대체 어떻게 갖춘 건지 더욱 신기하게 

만든다. 그는 심지어 부임 당시 차기 감독으로 강력하게 언급되었던 요한 크루이프에 

비해서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무명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부임 이후 현지 언론에서도 아르센 벵거(Arsene Wenger)의 이름을 본따 “Arsene Who?”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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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그의 낮은 인지도를 희화화하였다. [EXHIBIT 2]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의 

위대한 업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벵거는 아스날이라는 팀에 엄격한 식단관리를 도입하였다. 그는 다양한 트레이닝 및 

스트레칭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선수들의 간식까지도 엄격하게 규제했는데, 현대 

축구에서 선수 관리의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벵거 감독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세밀한 선수 관리로 1997/98 시즌부터 2004/05 시즌까지 줄곧 우승 혹은 준우승에 팀을 

올려놓는다. 하지만 2006년부터 아스날은 성적 하락에 직면한다. 사실 성적 하락이라 해 봤자 

3위 혹은 4위였지만, 전보다는 성적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2006년 

착공한 경기장 신축을 꼽는 자들이 있다. 아스날이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펼쳤기 때문에, 선수단 투자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성적 하락을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2013년 단기 부채를 모두 상환하면서 아스날은 다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스날은 리그 우승을 달성하지 못한 채 

FA컵 우승에 만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벵거 감독의 반복된 성공을 원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앞서 서술했던 

벵거 볼의 핵심은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한 패스 플레이에 있다.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달려나가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 선수들끼리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볼을 배급해주는 테크니션(기술 능력과 발재간이 좋은 선수)이 필요했고, 

달려나가는 선수들은 주력이 좋아야 했다. 이러한 전술을 통해 성공이 반복되다 보니 

스피드와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체격이 좋은—혹은 피지컬이 좋은—선수들은 경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벵거볼의 약점이 되었다. 오히려 중앙에서 공을 뺏기면 바로 재역습에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스날에는 중앙에서 볼 간수를 맡아 줄 피지컬 좋은 선수가 없게 된 

것이다. 구단의 서포트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구단과 프런트는 말 그대로 

후방에서 지원하며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라면, 실질적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전술 등을 

통해 경기에 나가는 것은 감독 휘하 코칭 스태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십 몇 년간 

호성적으로 군림하던 벵거 감독의 아스날이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을 직면하게 된 것이 구단 

지원의 소홀함 때문인지, 감독의 반복된 성공으로 인한 약점이었는 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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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맨체스터 시티 FC (Manchester City FC)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는 1880년 맨체스터를 연고로 창단됐다.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잉글랜드 리그에서 중위권 정도의 그저 그런 팀이었다. 프리미어리그로의 

개편 이후 심지어 강등도 몇 번 당할 정도로 성적은 처참했다. 그러나 세계적 부호 

만수르[EXHIBIT 3]는 2008년 맨시티를 인수했고, 이후 전폭적인 투자를 거행하며 야야 투레, 

빈센트 콤파니, 조하트 등 월드 클래스의 스타 플레이들을 영입하며 맨시티를 단숨에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만들어 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만수르는 10년 2조 1,000억 원, 즉 

매 해 평균 2,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건 거의 없었다. 

맨시티는 2008/09 시즌 리그 10위에 그쳤지만 3년 후 2011/12 시즌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지난 시즌(2014/15)까지 우승과 준우승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다. 더불어, FA컵 

및 리그컵 등의 토너먼트 대항전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기에 이른다. 

맨시티가 이런 엄청난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구단주를 만나 전혀 다른 팀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팀에게 단순히 행운인 것일까. 그리고 만수르가 맨시티를 택한 것은 

임의적인 것에 불과할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팀 전력의 변화는 일관적이지 않은 팀 컬러(팀의 특색)로 

이어졌고 이는 비교적 충성심 높은 팬들을 만들어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심지어 돈으로 우승을 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만수르가 맨시티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02년 신축된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을 홈 구장으로 가지고 있었고, 맨유를 같은 연고로 두었던 맨시티는 만수르에게 

마케팅 수단으로서 제격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색을 고유 색으로 사용하는 팀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3) 토트넘 FC (Tottenham Hotspur FC) 

토트넘 FC는 1882년 잉글랜드 런던을 연고로 창단됐다. 프리이머리그 출범 이후로는 

우승 경력은 없으며, 마지막 우승은 1961년이다. 2008년 EFL 컵을 들어올린 이후 트로피 

획득에도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2009/10 시즌 굳건했던 빅4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빅6”라고 불리게 됐다. 맨시티가 만수르의 

어마어마한 부로 가입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의 지휘 아래 실력을 키워 

가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09/10 시즌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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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스리그는 앞서 서술했듯 유럽 주요 리그 최상위권 팀들끼리 치르는 인터리그(inter-

league) 혹은 메타리그(meta-league)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뜻은 토트넘이 2009/10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 안에 들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은 당해 4위를 

기록했다—2014/15 시즌까지 꾸준히 상위권에 안착했다. 이 배경으로는 저메인 데포, 라파엘 

판데르파르트, 스콧 파커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한 것, 그리고 가레스 베일의 주력에 

주안점을 두고 윙어(측면 공격수)로 활용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최상위권 팀으로 

도약하지는 못했다. 이는 토트넘이 못했다기보다는 EPL이 워낙 수준급의 치열한 리그이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기에 반대로 토트넘도 중상위권 팀에서 

꾸준한 강팀인 빅6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토트넘의 회장은 2001년부터 다니엘 레비(Daniel P. Levy)가 맡게 된다. 그의 회장 

부임 이후 토트넘은 많은 감독을 떠나보내야 했는데, 그의 성급한 결정은 종종 아쉬운 결과를 

불렀다. 레비 회장은 팀의 전 과정과 흐름을 살피지 않은 채 특정한 사건 혹은 결과에만 

매몰되어 결단을 내린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예컨대 2008년부터 4년간 팀을 이끈 해리 

레드냅 감독은 49%의 승률을 기록하여 경질되었는데, 그가 토트넘에 챔피언스리그를 선물한 

감독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잦은 감독 교체는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레드냅 감독에게 1천 5백만 파운드(약 

239억 원)를 지출했고, 이어 2012년 부임해 1년 만에 경질된 안드레 빌라스보아스(Luís André 

Pina Cabral Villas-Boas) 감독에게 4백만 파운드(약 63억 원)를 지출했다. 

그리고 2014/15 시즌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한다. 그는 사우스햄튼이라는 

EPL의 다른 팀에서 감독을 맡으며 선수단 장악력을 통해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고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토트넘의 감독이 된 후에도 수비에 많은 

신경을 썼으나 리그에서 클린 시트(clean sheet, 무실점)를 9번 밖에 달성하지 못하며 불안한 

수비력을 보였다. 

  

4) 리버풀 FC (Liverpool FC) 

리버풀 FC는 1892년 머지사이드 주의 리버풀을 연고지로 창단됐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 1부 리그에서는 통산 19회나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공교롭게도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는 리그 우승이 없다. 리버풀의 전성기는 2004/05 시즌 취임한 

라파엘 베니테스(Rafael Benítez Maudes) 감독 지휘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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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리그 준우승을 거머쥐며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이후 2010년 다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2013/14시즌 2위를 기록하며 반등을 노려보려 하였으나 

2014/15시즌 6위, 2015/16시즌 8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 성적 하락의 원인이 2007년 

리버풀을 인수한 미국의 기업인 톰 힉스(Tom Hicks)와 질레트(George Nield Gillett) 

구단주에게 있다는 견해가 있다. 약속된 투자를 거행하지 않아 스타 플레이어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버풀은 자타공인 EPL의 가장 강력한 팀들 중 하나임은 확실하다. 

전통적으로 빨간 색 유니폼을 가진 팀 답게 공격적이고 잉글랜드 특유의 스피디한 축구를 

선보이는 팀인데, 이는 리그보다 토너먼트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성적을 내는 요인이기도 

하다. 1992년 이후 리그 우승은 없어도 2000/01 시즌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는 명칭은 리그이나 16강전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대회로서 월드컵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승을 필두로 2004/05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2005/06 FA컵 

우승 등 유수한 업적을 남긴 팀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번 시즌(2015/16) 도중 위르겐 

클롭(Jürgen Klopp) 감독이 부임하며 기대감을 한층 고양시켰다. 클롭 감독은 빠르고 

직선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으로서 리버풀의 팀 컬러(팀의 특징 내지 성향)와 잘 맞는 

감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리버풀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콥(Kop)’이라고 불리는 열성적인 

팬들이다. [EXHIBIT 4] 콥은 1906년 리버풀의 두 번째 리그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관중석을 

증축했는데, 이 관중석의 명칭을 ‘스피온 콥(Spion Kop)’이라고 명명한 데에서 유래한다. 

스피온 콥은 남아공의 유명한 격전지로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본받아 열성적으로 

응원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리버풀의 홈 구장 안필드를 가득 메운 콥들의 열성적인 

응원은 소속 선수들에게 큰 힘을, 상대편에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때로 소속 팀 선수들도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 예시로는 2018/19 시즌 FC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이 있다. 당시 3-0으로 열세였던 리버풀은 무려 4골을 

넣어 역전승을 거두었고, 결국 우승할 수 있었다. 

  

5)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Manchester United FC)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하 맨유)는 1878년 맨체스터를 연고로 창단됐다. 맨유는 

EPL에서 가장 유서 깊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산 20회(프리미어리그 개편 이후로 1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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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리그 우승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잉글랜드에서 유일하게 트레블(Treble;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FA컵 우승 한 해 동시 달성)을 달성한 클럽이기도 하다. 1998/99 시즌에 

그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맨유의 전성기는 누가 뭐래도 알렉스 퍼거슨(Alexander Chapman 

Ferguson) 감독과 함께 했던 시절인데, 1986년부터 2013년간 각종 리그 및 컵 포함 무려 

37번의 우승을 했다. 그러나 되려 이러한 우승은 맨유의 퍼거슨 의존도를 높였던 것일까. 최근 

알렉스 퍼거슨 경과의 이별은 맨유에게도 암흑기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주었다. 

  

6) 첼시 FC (Chelsea FC) 

첼시 FC는 1905년 런던의 풀럼을 연고지로 창단됐다. 첼시 역시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팀은 아니었으나, 2003년 현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가 

구단을 인수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로만은 탄탄한 자금력을 앞세워 첼시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스타 플레이어와 더불어 유능한 감독을 데려온다. 앞서 맨시티의 만수르를 

언급한 바 있지만, 로만의 경우가 EPL에 오일머니(석유 재벌)가 들어온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첼시는 우승까지 더 짧은 시간이 필요했다. 바로 이듬해, 무리뉴(José 

Mourinho)가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2004/05 시즌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무려 

50년 만의 우승이었다. 무리뉴는 이듬해에도 우승했지만, 이내 경질되고, 그 이후 

안첼로티(Carlo Ancelotti) 감독이 2009/10 시즌 한 번 더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첼시는 잦은 감독 교체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다. 앞서 토트넘보다 훨씬 더 빈번한 

감독 교체를 단행한다. 로만은 매우 다혈질이고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축구 

전문가들인 감독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축구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감독의 역할에 

해당하는 구단 운영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는 구단주였기 때문이다. 로만의 개입으로는 예컨대 

선수 영입과 전술적 요구가 있다.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로만은 중앙 수비수가 세 명밖에 

없음에도 공격수인 셰브첸코와 미드필더 발락의 영입을 고집했고, 이는 결국 수비진 불안으로 

이어졌다. 또한, 로만은 경기 중 라커룸에 들어와서 전술의 변화를 요구하며 선수를 

질책하기도 했다. 사실 무리뉴의 해고에도 이러한 로만의 개입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무리뉴는 로만의 성향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수비적인 감독이었기 때문이다. 무리뉴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세 시즌동안 2회 우승 등 최고의 성적을 냈음에도 로만은 그의 

성향과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간 불안한 성적을 보이자마자 해고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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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건 7년 후 무리뉴는 첼시로 돌아와 이듬해 다시 첼시를 최정상으로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첼시의 경우 한 가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전통적인 잉글랜드 팀과는 다른 

조직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잉글랜드 팀들은 감독이 팀 업무—선수 영입, 

유소는 발탁, 계약, 훈련, 전술 등—의 전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구단주-보드진-감독’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첼시는 감독 외에 “스포팅 디렉터(sporting director)”이라는 

직책이 존재한다. 우리말로 변역하면 단장 혹은 기술 이사 정도가 될 텐데, 이들이 선수 영입 

및 스카우트 등 경기 외적인 업무 전반을 맡는다. 따라서 감독은 선수단 관리와 전술 등 경기장 

내부 일만 맡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에 맞추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고 

기존 선수를 처분하는 엄청난 부대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포팅 디렉터가 팀 

차원에서 팀의 운영 방향과 유망주 육성 방향을 정하며 팀 칼라에 맞는 감독을 선임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드진과 감독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첼시의 경우 되려 

스포팅 디렉터와 감독 사이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는 비극을 마주해야 했다. 스포팅 디렉터가 

윗선의 전달자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다. 

감독은 본래 자신의 전술과 맞지 않거나 폼이 저하된 선수는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라고 해도 기용하지 않는다. 그날 그날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드진은 거액을 투자하여 영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벤치에 앉아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첼시처럼 보드진의 개입이 깊숙이 작용하게 

되는 팀의 경우 이는 다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보드진이 스타 선수들의 기용을 압박-

>감독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선발진에 포함->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는 스타 선수들의 성적은 

더욱 하락->감독은 다시 주전에서 제외. 보드진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 영입한 스타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이 무능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감독을 경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와중에 스포팅 디렉터는 조율은커녕 보드진의 앞잡이로서 자신의 

권력만을 쫓았고, 이는 첼시에게 “감독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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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L 리그의 특징 

 

1)  FFP(Financial Fair Play Regulations, 파이낸셜페어플레이) 

2004/05 시즌을 앞두고 유럽 축구 연맹 UEFA는 채무를 지닌 구단에게 정규리그 승점 

삭감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 로만 아브라모비치(첼시), 셰이크 만수르(맨시티) 등 재벌 

구단주들의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면서 유럽 축구 리그에 이전보다 과도한 지출 경쟁이 

발생했다. 따라서 2009년, UEFA는 655개 유럽리그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상위 리그 팀이 약 12억 유로(약 1조 5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러한 적자 현상이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스페인 라 리가 등의 

빅 리그 팀에서 두드러짐이 밝혀졌다.  

결국, 2009년 유럽축구연맹 UEFA는 유럽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FFP, 

파이낸셜페어플레이제도를 발의하였다. 이러한 FFP 제도는 구단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하게 하고 구단주가 사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HIBIT 5] 이렇게 이적료나 연봉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클럽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빅클럽들은 FFP 도입 이전처럼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하던 막무가내식 투자 관행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UEFA의 발의 당시, EPL 

리그에서 아스널을 제외한 모든 빅클럽들이 해당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그런데 레스터 

시티의 2015-2016 시즌 우승 이후, FFP가 오히려 EPL에 득이 되었다는 견해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EPL이 반대했던 FFP는 오히려 EPL에 더 도움을 주고 있어요. FFP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갑부 구단주가 갑자기 한 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렇다면, 

갑자기 새로운 강호가 탄생할 가능성은 적죠. 그렇다면, 결국 FFP라는 제도가 존재하면서 

유럽의 클럽들은 '자급자족'하는 체계를 갖춰야하는데, 때마침 EPL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한대로 TV 중계권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타리그에 비해서 월등하게. 즉, 

FFP가 그대로 존재하고, TV 중계권료가 계속 오른다면 지금 이 시스템과 환경은 EPL 

구단들에게 금상첨화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런던대학교, 션 하밀 교수) 

 

2) TV 중계권료 인상: 절대 강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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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은 다른 유럽 축구 리그와 달리, 텔레비전 중계권을 공동으로 판매한다. 세리에 A, 

프리메라리가 등 타 리그의 경우 각 클럽이 중계권을 개별적으로 판매하여 중계권료 총수입의 

상당수가 상위 몇 개의 클럽에게만 분배가 된다. 예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우승팀 

바르셀로나의 중계권료 수익이 2200억원일 때, 최하위였던 레알 바야돌리드는 648억원의 

수익을 얻어 그 격차가 1500억을 초과했다.  

EPL의 경우, 출범 초기부터 균등한 중계권료 분배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EPL 20개 

구단들은 영국 내 TV 중계권 수익의 50%를 성적과 무관하게 균등 분배받는다. 나머지 50% 

중 25%는 생중계 경기를 주관한 홈 팀이 중계 횟수만큼 일정 금액을 받게 되고, 나머지 25%는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1위 팀이 20위 팀의 20배 수익을 넘지 못하는 제한까지 있다. 

따라서, 20-21시즌 EPL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중계권 및 스폰서 수익과 꼴찌였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수익 차이는 600억에 불과했다.  

이렇게 상하위권 팀 간의 분배 격차가 적은 EPL의 중계권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중하위권 팀들의 재정상태를 강화시켜 이적시장에서 중하위권 팀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2012년 6월 13일, 2013/14시즌부터 3년간의 프리미어 리그 영국내 중계권료가 

30억파운드(한화기준 5조4430억원)에 낙찰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계약보다 70% 상승한 

액수였다. 이후 2016-2019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영국내 중계권료는 51억 3천 6백만 파운드에 

체결되었다. 딜로이트에서 매년 유럽 구단들의 재정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머니리그 

리포트’의 2014/15 시즌 자료를 살펴보면, EPL 중하위권의 구단들은 유럽 전체에서 20위권의 

수익을 올렸다. [EXHIBIT 6] 이처럼 중하위권팀들의 중계료 수익이 늘어나면 이적료가 

많아지니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고, 주급체계가 좋아지니 스타 선수들을 지킬 수도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EPL의 중하위권팀들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PSG를 제외한 유럽의 모든 구단들과 이적료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네 팀에 더 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있다면 유벤투스 정도가 있달까요? 그 외에는 EPL의 최하위 팀도 유럽 

주요리그의 우승경쟁팀과 선수 영입을 두고 경쟁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런던대학교, 션 하밀 교수) 

 

3)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엄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 즉,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EPL 구단에 입단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본인의 마케팅 혹은 브랜딩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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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제 EPL 구단들이 다른 리그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 PSG, 유벤투스 

외에 거의 모든 팀과 이적료 경쟁을 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해당 팀들에 

가지 않을 경우 하위팀이라도 EPL이라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EPL 리그에 

있는 전 클럽에 걸친 우수한 선수들의 유입으로 빅클럽과 중하위권 팀의 간극이 줄었다. 

 

 

4) 25인 스쿼드 제한 (2010년 도입) 

‘25인 스쿼드 제한’은 2010년에 도입된 제도로, 한 시즌을 25명의 선수로만 운영해야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각 클럽은 최소 8명 이상의 홈 그로운 플레이어를 25인 명단에 

포함해야 하며, 겨울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 어떤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다. 단, 21세 이하 

선수는 25인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자유롭게 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의 빅클럽들은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우수 선수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팀에 비해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해 선수 운용에 타격이 가게 되었다. 반면, EPL 

중하위권팀에게는 빅클럽의 25인 스쿼드에 등록되거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기에는 약간 능력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었다.  

  

5) 개방성 

EPL이 출범하고 클럽 간 경쟁이 격화되자, 실력을 중시하는 개방적 실용주의가 

자리잡았다. 레스터 시티가 우승한 2015/16 시즌 당시, EPL 빅클럽의 감독은 아르센 

벵거(아스날), 포체티노(토트넘), 위르겐 클롭(리버풀), 판 할 (맨유), 무리뉴 (첼시) 등 잉글랜드 

국적이 아닌 외국 지도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외국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 또한 보인다. 2003년 

석유사업으로 큰 돈을 번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의 구단주에 오른 뒤, 2008년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를 샀다. 또한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뉴캐슬을 매수했다. 

중계료 수입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런던의 고급 백화점 

해럿(Harrods)의 소유주 모하메드 알 파예드(Mohamed Al-Fayed)가 1997년, 외국 자본 

최초로 풀럼 FC를 인수한 경우처럼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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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첼시의 아브라모비치처럼 재정적 이득보다 팀의 우승을 더 원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외 자본의 유입 원인은 다양하다. 

외국 선수의 기용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EPL의 홈그로운(Home-grown) 

제도는 각 클럽 별로 25명의 선수 중 8명은 국적과 상관없이 21세가 되기 전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의 클럽에서 3년간 훈련받은 선수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영국 출신 선수들의 성장과 기량 향상을 위한 배타적인 규정이지만, 따져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관대한 편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25인 로스터 중 

EU(유럽연합) 출신이 아닌 선수는 최대 3명까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분데스리가는 경기에 출전하는 11명 중 EU 출신이 아닌 선수는 3명까지만 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A 역시 EU 출신 선수는 3명까지 제한하고, 동시에 이적 시장에서 EU 

출신이 아닌 선수는 1년에 단 2명만 영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외국 

선수들에게 관대한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타 리그에 비해 EPL 전반에 우수한 선수들이 영입될 

수 있었다.  

 

4. ‘여우군단’ 레스터 시티 

 레스터 시티(Leicester City FC)는 영국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150km가량 떨어진 인구 

30만명의 중소도시 레스터를 연고로 하는 축구 구단이다. 1884년 레스터 퍼스 FC(Leicester 

Fosse FC)라는 이름으로 창단했다. 1894년 풋볼리그에 가입했으며, 1919년 레스터 시티 

FC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축구 팬들에게는 지역문장인 ‘여우’를 

활용한 구단 로고에서 비롯된 “여우 군단”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레스터가 2부 리그에 머물던 2010년 3900만 파운드에 태국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콕 기반의 킹파워 그룹이 인수했다.  2013년 구장까지 인수하며 팀 스폰서쉽이 

킹파워 그룹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며 킹 파워 스타디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킹 파워 

스타디움은 깔끔한 경기장과 팬들의 높은 질서의식으로 유명하다.  

1시즌만에 챔피언십(2부리그)로 복귀하긴 했으나, 2007/08시즌 창설 이래 최초로 

3부 리그로 강등되었고 2009/10, 2012/13시즌은 플레이오프 권에 진출했으나 

프리미어리그(1부리그)로 승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리그를 전전하던 레스터 

시티는 2013/14시즌 데이비드 뉴젠트(David Nugent), 제이미 바디(Jamie Vardy)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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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약으로 6시즌만에 프리미어 리그에 복귀했다. 2014/15시즌 까지만 해도 2부리그 강등을 

피하기 위한 힘겨운 잔류 싸움을 벌였지만, 마지막 9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총 20개 팀 중 

14위의 성적으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끔 했다.  

상승하는 기세를 이어갈까 싶었던 레스터 시티는 두 차례나 팀의 감독을 

맡았던(2008~2010년, 2011~2015년) 나이젤 피어슨(Nigel Pearson) 감독과 결별했다. 

피어슨 감독의 지휘 아래 2013/14시즌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우승하며 승격하고 

2014/15시즌 프리미어리그(1부리그)에 잔류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팀을 운영하는 

관점에 있어 구단과 감독의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결했다. 

극동 아시아 지역의 팬층을 두텁게 만들고자 떠난 구단주의 모국인 태국 투어에서 감독의 

아들인 제임스 피어슨을 포함한 여러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사건의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 

1) 불안한 첫 출발 

 레스터 시티는 개막에 앞서 나폴리, AS 로마, 유벤투스, 인터 밀란, 첼시 등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클라우디오 라니에리(Claudio Ranieri) 감독을 급하게 선임하며 2015/16시즌을 

준비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레스터 시티의 라니에리 감독 선임에 대해 “레스터 시티가 성격 

좋은 감독을 원했다면 제대로 찾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켜줄 감독을 찾는다면 잘못 

찾은 것”이라는 혹평을 남겼다. 레스터 시티가 배출한 전설 중 한 명인 축구선수 게리 

리네커는 라니에리 감독 선임을 두고 옛 이름들만 반복해 임명되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팀을 어설프게 손본다는 조롱의 의미가 담긴 “납질쟁이(the tinkerman)”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라니에리 감독을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30년이 넘는 지도 경력이 

있었으나 우승경력이 없는 64살의 노장이었던 점과, 이끌던 그리스 대표팀(당시 FIFA랭킹 

18위)이 파로 제도(당시 FIFA 랭킹 187위)에게 패하며 UEFA유로 2016예선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임 4개월, 4경기만에 2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대표팀에서 경질되어 

굴욕적으로 실직한 상태였던 점도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 

 

2)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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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국적의 라니에리 감독은 선수 현역 시절에도 이탈리아 2부 리그를 

전전했다. 1973년, 22살의 나이로 AS로마에서 데뷔했으나 고작 6경기만에 세리에 

B(이탈리아 2부리그)클럽인 US카탄자로로 이적했다. 후에 세리에 B에 소속된 칼초 

카타니아로 이적하여 활동하다 마찬가지로 세리에 B 클럽인 팔레르모FC에서 1986년, 

35살의 나이에 은퇴했다. 2부 리그 출신 선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감독의 마음은 

하위팀을 이끌며 빛을 발했다. 라니에리 감독은 3년 계약으로 레스터 시티의 감독을 맡으며 

2003/04시즌 첼시 감독을 맡은 이후 11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에 복귀했다. 

레스터 시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불안하여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듯 7라운드에서 아스날에게 2:5라는 점수로 

크게 패하며 연이어 실점했다. 라니에리 감독은 클린 시트(clean sheet, 무실점)달성시 피자 

파티를 하겠다는 공약을 선수단에게 내세웠고,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 

클린시트를 달성하며 수비가 불안하다는 여론을 일축했다. 레스터 시티는 리그 중반부로 

가며 수비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13라운드 뉴캐슬 경기에서 돋보이는 수비력을 보였다. 

2015/16시즌에는 리그 내 최저 실점 4위에 등극했다. 

‘여우 군단’에게는 다른 구단 감독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라니에리 감독 특유의 

친화력과 신뢰의 리더십이 있었다. 라니에리 감독은 이례적으로 시즌 중간 선수들에게 

1주일의 휴가를 보내주기도 했으며, 위에 언급한 피자파티 현장 인터뷰에서 “약간의 운은 

중요하다. 운은 소금이고, 팬들은 토마토다 - 토마토 없이는 피자도 없다.”라며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는 팬들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EXHIBIT 7] 

 

3) 역습 전술: 감독의 장점과 리그의 특성을 살린 레스터 시티의 비장 무기 

  2014/15시즌 후반부를 상승세로 마감했던 레스터 시티는 2015/16시즌 개막전인 

선덜랜드 전에서 상대팀을 4:2로 완파하는 결과를 보였다. 라니에리 감독은 이탈리아식 4-4-

2 전술을 사용하며 볼 점유율은 과감히 포기하고 레스터 시티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미드필더의 패스와 빠른 발의 공격수를 이용해 잉글랜드식 역습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라니에리 감독의 4-4-2 전술은 상대 팀을 압박하며 중앙 공격을 제한했다. 라니에리 감독의 

역습 전술은 많은 활동량으로 개인 스쿼드의 빈약함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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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터 시티의 볼 점유율은 45%로 프리미어리그 20개팀 가운데 18위였으며, 패스 

성공률은 70.1%로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역습”이라는 득점 방정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당 태클은 22.9개로 2위를 기록했고, 가로채기는 21.6개로 1위를 

차지하며 라니에리 감독의 “역습전략”의 효과성을 엿볼 수 있다. [EXHIBIT 8] 

 레스터 시티의 선수들은 재능은 있었을지언정 모두가 알아주는 슈퍼스타는 

아니었다. 라니에리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전술을 펼쳤다.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선수 각자의 개인기를 선보이기 보다는 본인이 잘 아는 이탈리아의 4-

4-2전술을 바탕으로 그라운드의 바탕인 잉글랜드의 역습전술을 활용해 감독은 물론 선수 

각자의 역량이 팀플레이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지도했다. 

 

4) “실험가” 라니에리 감독 

 첼시에서 라니에리 감독의 별명은 “실험가”였다. 매 시합마다 전술이 바뀌고 선발 

출전 선수 명단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준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레스터 시티에서 라니에리 감독은 새로운 “실험가”의 모습을 보여줬다.  선발 

출전 선수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시즌 초부터 선보였던 4-4-2 빠른 역습 전술에 

최적화된 선수들을 집중 투입했다. 프랑스에 숨어있던 은골로 캉테(N'Golo Kanté)를 

발굴하고, 윙이었던 제이미 바디를 스트라이커로 변신시킨 것은 라니에리 감독의 

“실험가”다운 면모가 돋보이는 결정이었다. 라니에리 감독이 집중 투입한 선수들 중 

미드필더 리야드 마레즈(Riyad Mahrez)는 16골 이상 넣은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격력을 입증했다. 협력수비에 능하고 인터셉트 능력이 좋아 중원 장악 능력을 인정받는 

은골로 캉테와 지치지 않는 활동량과 견고한 수비력을 겸비한 대니 드링크워터(Daniel Noel 

Drinkwater)는 대표팀에 발탁되기까지 했다. 공격수 제이미 바디는 11경기 연속골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다. 14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하며 득점 1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라니에리 감독은 20라운드만에 최초 목표였던 승점40점을 달성하자, 목표를 

수정하여 우승을 노렸다. “설레발은 필패”라며 가능성을 보고 기존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보인 것이다. 레스터 시티는 창단 132년 만에 최종성적 

23승 12무 3패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위인 아스날과의 승점은 무려 10점 차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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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터 시티의 기록인 한 시즌 3패는 2014/15시즌 첼시와 함께 2004/05 시즌 이후 최소 패 

기록이다. 아스날FC를 제외한 모든 팀에게 승점을 획득하며 하위권 팀들에게 확실히 승리를 

챙긴 전략이 돋보였다.  

 

5) 데이터에 친숙한 구단 문화 

 레스터 시티의 스포츠 사이언스 팀은 선수가 훈련장에 나올 때부터 훈련을 마칠 

때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해 선수들을 관리한다. 스포츠 사이언스 팀은 다친 선수를 

전문적으로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부상과 위험 가능성을 줄여 팀에 도움을 주는 조직이다. 

훈련시 GPS가 탑재된 조끼를 입혀 선수들의 활동량을 파악하고, 매일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면의 질부터 훈련 후 몸의 반응이나 작은 근육통까지 파악하여 

선수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훈련을 계속 조정한다. 폼롤러, 마사지 등 일반적인 

재활요법 외에도 영하 135도의 크라이오 테라피를 활용하여 선수들의 자가치유능력이 

활성화시켜 부상의 위험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 훈련때 뿐만 아니라 매 경기 직후 태클 

횟수, 달린 거리 등을 포함한 요약 보고서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레스터 시티의 특징적인 역습전술은 선수들이 단거리를 빨리 뛰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부상위험이 큰 전술이다. 따라서 레스터 시티의 스포츠 사이언스 팀은 

매주 목요일 훈련 이후 선수들에게 추가적인 40m 경주를 시키며 선수들의 신체가 부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레스터 시티 코치진은 다른 팀과 달리 경기 후 48시간 재활, 주중 

하루 휴식 등을 진행하며 선수들의 부상에 각별히 신경 썼다.  

레스터 시티의 스포츠 사이언스 팀은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이 넘으며, EPL내에서도 

손발이 잘 맞는 팀으로 유명하다. 그 결과, 레스터 시티는 다른 팀에 비해 적은 선수를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부상 인원이 18명으로 시즌 중 가장 적은 부상을 겪은 팀에 

등극했다. [EXHIBIT 9] 

 라니에리 감독도 선수들의 경기와 훈련을 꼼꼼히 분석했다. 경기 전 상대 팀 경기를 

담은 동영상을 50~60편씩 보면서 전략을 구상한 것은 물론, 선수들에게 경기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여 선수들이 데이터 자체에 익숙해지고 경기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레스터 시티 전력분석원 피터 클락은 팀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레스터 시티 문화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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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수들간 팀워크 

제이미 바디는 레스터 신화의 주인공으로 FWA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 리그 시즌의 

선수 등의 기록을 세운것은 물론, 2015/16시즌을 통해 레스터 시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8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여 1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선수까지 등극한 제이미 바디는 그 자체로 신화였으며, 레스터 시티에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  

레스터 시티의 선수들은 라니에리 감독의 서번트 리더십 아래 선수들끼리도 훌륭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경기 중 잔디에서 동료들과의 활발한 소통은 물론, 우승 주역 중 한 명인 

제임스 바디 집에서 레스터 시티의 우승을 확정짓는 토트넘-첼시 경기를 다같이 관람하고 

우승을 함께 축하했다. 2015/16 레스터 시티 자체적으로 선발한 올해의 선수 은골로 캉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레스터 시티의 팀워크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레스터 시티는 강력한 강등후보 중 한 팀이었고 우승 배당률은 0.02% (1/5000)에 

불과했다.레스터 시티 선수들의 총 몸값은 5280만 파운드로 전체 구단 중 17번째 수준이다. 

[EXHIBIT 10] 레스터 시티의 주전 11명의 이적료 총액은 2411만 4000파운드에 불과하며 

당시 손흥민 1명의 이적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터 시티는 

2015/16시즌 파운드당 승점이 리그에서 가장 높았다. 레스터 시티는 2015/16시즌 “공은 

둥글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5. 15/16 시즌의 빅6 

당연할 듯 보였던 우승, 그러나 돌풍이 불다 

2015/16 시즌에도 빅6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 예측됐다. 2005/06시즌부터 EPL 

리그 1위~4위에 이름을 올린 팀은 빅6뿐이었고, 14/15시즌 또한 EPL 1위부터 6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낸 빅6의 위상은 강력했다. 스페인의 한 통계 회사는 2015/16시즌 순위 

예측을 진행했는데, 역시나 1위에서 6위는 빅6팀의 차지였다. 1위는 첼시 (우승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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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2위는 맨시티 (22.2%), 3위는 아스널 (20.1%)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타났다. 

[EXHIBIT 11]  

하지만 2015/16시즌 빅6는 우승에 실패했고, 몇몇 팀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다. 아스널 (2위), 토트넘(3위), 맨시티(4위), 맨유(5위)로 4팀은 비교적 예상 가능했던 

궤도 내의 성적을 가져갔지만 리버풀(8위)와 첼시(10위)는 침체기를 겪었다. 리버풀은 

2008/09 준우승 이후 계속 리그 5위 밖으로 밀려났고, 2012/13 시즌 다시 준우승을 하며 

반등을 노리는 듯했으나 14/15시즌 6위, 15/16시즌 8위를 기록하며 암흑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첼시는 우승 1위로 점쳐졌던 팀이자 2014/15시즌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1년만에 1위에서 10위로 충격적인 순위 하락을 기록했다. 또, 레스터 시티는 비교적 

여유로운 승점 차이로 빅6를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7위 웨스트햄이 승점 62점, 

2위 아스널이 승점 71점을 기록하며 2위~7위 간 승점 차이가 10점 이내를 기록했던 반면, 

1위 레스터는 승점 81점을 따내며 2위 아스널보다 10점을 앞섰다. 

2015/16 시즌 레스터 시티의 돌풍이 몰아치며 EPL은 감독들의 무덤이 되었다. 

10월부터 약 두 달 간 5명의 감독이 경질됐다. EPL이 20팀 중 1/4에 해당하는 팀의 감독이 

바뀐 것이다. 리버풀은 8라운드까지 8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리그 10위까지 내려가자 

브랜던 로저스 감독을 경질하고 상위권으로 재도약을 위해 위르겐 클롭 감독을 선임했다. 

첼시 또한 무리뉴와 계약을 해지했다. 맨유 판 할 감독은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퍼거슨 

감독의 은퇴 이후 성적이 하락한 맨유를 다시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고, 2015/16시즌이 

끝나고 경질되었다. 아스널 또한 2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벵거 감독의 2004/05시즌 무패 

우승 이후 첫 준우승인데다 10년이 넘도록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벵거 

감독의 책임론이 일었다. 토트넘은 30라운드 중반까지만 해도 레스터와 우승 경쟁을 

했지만, 후반부의 부진으로 3위에 머물렀다. 당시 포체티노 감독과 발디니 기술 이사 사이에 

정치싸움이 진행 중이었는데, 다니엘 레비 회장은 발디니 기술 이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포체티노에게 힘을 몰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맨시티는 만수르 회장의 인수 이후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투입해 선수들을 영입했으나 이적료 지출 대비 승점은 리그 19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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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첼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에서 10위권으로 추락 

첼시는 2015/16 시즌이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꼽히는 구단이었다. 영국 방송 BBC의 

2015/16시즌 EPL의 개막을 맞아 축구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어느 팀이 

빅4에 오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위 첼시, 2위 아스널, 3위 맨유, 4위 맨시티 

순이었다. 2015/16 시즌 EPL 우승 확률도 20팀 중 유일하게 30%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바로 

이전 2014/15시즌 압도적으로 리그를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시즌 중반 시점인 16라운드까지 4승 3무 9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16위로 추락했고, 강등권 진입했다. 결국 첼시는 2015년 12월 17일부로 무리뉴를 경질할 

것을 결정했다. 위약금이 4천만파운드 (약 650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15/16시즌을 리그 10위, 12승 14무 12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며 

마무리한다. 

 

무리뉴의 첼시 2기 

  무리뉴는 첼시에 영광을 안겨준 감독이었다. 무리뉴의 2004/05 시즌 우승은 첼시 구단 

50년만의 우승이었다. 그는 2013/14 시즌 다시 첼시로 돌아온 그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화려하게 첼시 2기의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2015/16시즌 성적 부진을 이유로 12월 경질된다. 

이에 무리뉴 경질설이 수면위로 올라오던 11월, 첼시 팬들은 #StickWithJose 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그의 경질을 반대하기도 했다. 첼시를 여러 번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을 

한 시즌 부진 만을 이유로 경질한 구단 보드진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무리뉴 첼시 2기 경질원인에는 선수단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뉴는 ‘의리 

있는 선수 기용’을 추구했다. 유럽 리그 중 경기 일정이 가장 빡빡한 축에 드는 EPL이었지만, 

그는 ‘베스트 11’ 주전 선수들을 계속 경기에 내보냈으며 라인업 로테이션을 거의 하지 

않았다. 주전 선수들은 혹사로 인한 부진을 겪었지만 무리뉴는 기존 이들을 믿고 계속 

기용했다. “패배는 아자르의 탓이 아니다.”, “모두가 첼시를 비딱하게 바라본다. 선수들은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도 패했다.”며 기량이 저하된 선수들을 끝까지 주전으로 올렸다. 

하지만 11월부터 무리뉴와 선수들간의 불화를 암시하는 기사와 인터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11월 영국 현지 언론은 “어떤 선수가 무리뉴를 위해 이기느니 차라리 지겠다고 

밝혔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12월 15일, 무리뉴는 레스터 시티와 EPL 16라운드 경기 패배 

이후 “선수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다.”라고 언급한다. 경질 당일 무리뉴는 영국 외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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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는 “내가 보기에 몇몇 선수들은 생각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이 중 몇몇은 

특히 심각하다”라며 직접 선수단을 비판했다. 더불어 첼시의 부진 원인이 감독과의 불화로 

인한 선수단의 태업이라는 의혹이 붉어지며 무리뉴와 첼시 선수단과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 분명해 보였다. 

스태프와의 갈등도 있었다. 팀닥터 카르네이로는 1라운드 후반 종료 직전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들어갔다. 결국 첼시가 마지막 공격을 살리지 못하고 동점으로 

경기를 마치자 무리뉴는 격분하며 카르네이로를 비난하고 숙소 출입금지 및 벤치 

착석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카르네이로는 공개사과와 해고 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고, 무리뉴는 기자회견에서 실수를 인정했지만 그녀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르네로이로는 첼시 선수단과 성추문 사건이 붉어지며 팀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첼시 보드진과의 갈등  

첼시는 2014/15시즌 우승을 차지했지만 시즌 전반기에 압도적인 1위를 달렸고, 시즌 

후반부에는 얇은 선수층에 따른 일부 주전 선수의 체력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첼시 보드진은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을 메우기 위한 영입에 그쳤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전력 보강을 시행하지 않았다. 다만,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재산이 

푸틴의 국내 재벌 자산 동결 조치의 영향을 받으며 선수영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리뉴는 2007년 구단주 아브라모비치와 갈등 끝에 첼시를 떠난 바 있다. 무리뉴 

2기 시절도 보드진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무리뉴는 경질 직전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를 찾아가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동기부여를 심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리뉴는 보드진 미팅 이후 단 한 번도 

로만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짐을 싸러 훈련장에 

찾아갔음에도 첼시 수뇌부 아무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이후 첼시의 기술이사 마이클 

에메날로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우승한 지난 스쿼드와 같은 스쿼드’라고 언급하며 

무리뉴의 능력 부족과 동시에 선수 보강의 필요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 22 - 

 

2) 맨유: 지워지지 않는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퍼거슨 감독 시절 수많은 우승 경험했던 구단이었으나, 

2013년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 옛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맨유 팬들의 퍼거슨 시절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 아래 맨유가 기록한 5위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었다. 

맨유는 2015/16시즌 루이 판할 맨유 감독은 FA 컵 우승컵을 들어올렸음에도 불구, 

경질되었다. 

 

팬 및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 루이 판할 

루이 판 할(Louis van Gaal) 감독은 맨유 팬 및 언론과 관계가 좋지 못했다. 

2015/16시즌 12월 맨유의 성적이 부진하고 무리뉴 감독이 첼시에서 경질되자 영국 언론은 

앞다퉈 판 할 감독의 후임으로 무리뉴 전 첼시 감독이 맨유의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 

보도했다. 판 할 감독은 이런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12월 24일 

스토크시티 원정 경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내게 사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나?”내가 지금 언론과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 같나?”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2015/16시즌을 마무리하며 그는 2016년 5월 ESPN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서 6개월 동안 내 

경질설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며 털어놓았다. 실제로 판 할 감독의 경질설은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판 할 감독은 선수단이 매일 이런 기사를 읽으니 

감독으로서 선수단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털어놓는다. 그는 맨유의 성적 부진 원인으로 

언론을 꼽기도 했다. 

판 할 감독은 퍼거슨 전 감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경질과 무리뉴 감독 후임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자 2016년 2월 그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첫 시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다. 퍼거슨 감독의 첫 시즌은 11위였으며, 두번째 시즌은 

2위로 마무리했다. 판 할 감독의 첫해인 2014/15시즌은 4위였고, 인터뷰 당시 맨유 성적은 

5위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 맨유는 2013/14 시즌 7위로 추락했다가 

판 할 감독체제 아래 2014/15 시즌 4위를 기록하고 2015/16시즌 5위를 달리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그는 테크니컬 에어라인에서 퍼거슨 감독과 다른 코칭 스타일로 

도마에 오르자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퍼거슨이 아니다. 사이드라인에서 (퍼거슨처럼) 

크게 소리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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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터뷰 기술이 좋지 못했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자를 향해 

‘뚱보’(fat man)라고 조롱하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유로파리그 탈락, 오히려 

긍정적이다”와 같은 인터뷰를 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더불어 전통적인 맨유 

스타일의 축구와는 다른, 지루한 축구 스타일로 지적을 받으며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부족했던 맨유 선수단 

맨유는 공격수 부진을 겪었다. 웨인 루니(Wayne Rooney)를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는 

전술을 사용했으나, 판 할 감독의 이와 같은 선수 기용 방식은 비판을 마주했다. 루니는 맨유 

입단 이후 공격수로 활약한 시간 보다 2선 공격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 시간이 더 

길었다. 게다가 30대가 넘은 나이에 최전방 공격수로 복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평가였다. 

선수단의 잦은 부상으로 전력 공백이 심했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급하게 선수를 높은 

몸값을 주고 사오는 ‘패닉 바잉’을 계속 단행하며 팀이 부진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판 할 

감독은 부임 이후 약 2년 동안 4,600억원에 이르는 이적 비용을 지출했지만 결국 “우리 

선수들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스쿼드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된다. 

그의 선수단 통제 방식은 매우 엄격했는데, 식사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선수들 생활 전반을 통제했다. 이런 통제 방식은 창의성 없는 축구를 만들었다는 

비판과 개성이 강한 스타 선수들과의 불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EPL에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도입하고 선수들의 간식을 먹는 것까지 규제하며 우승을 이루어낸 

아스널의 아르센 벵거 감독의 선례도 존재한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디오 분석을 통해 

선수를 평가하며 모욕을 주었다는 가디언의 보도도 나왔다. 

  

보드진의 신뢰와 경질 이후의 평가 

판 할 감독은 보드진과 에드 우드워드 단장을 비롯한 구단 수뇌부의 믿음을 얻었다. 

8기 동안 무려 4무 4패를 기록했을 때도 판 할 감독은 경질되지 않았다. 그는 2015/16시즌 

이후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판 할의 경질 시기가 늦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었다. 맨유 보드진은 12명으로, 6명의 글레이저 가문-구단 소유 가문- 

사람들과 에드 우드워드 (단장), 제이미 리글 (커머셜 디렉터), 리차드 아놀드 (매니징 

디렉터), 알렉슨 퍼거슨 경, 보비 찰튼 경, 데이버드 길이 포함된다. 이 중 감독의 선임 및 



- 24 - 

 

해임권은 우드워드에게 있었는데, 우드워드는 판 할을 선임한 사람이었다. 그가 데려온 판 

할 감독이 경질되면, 보드진 내부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판 할을 쉽게 경질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판 할 감독 경질 이후 그의 친구인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 대니 블란트는 “판 할 

감독은 경질될 만한 감독이 아니다.”며 그를 옹호하기도 했다. 대다수가 경질을 반기는 

가운데,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남긴 유산을 기억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퍼거슨 감독과 이별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판 할 감독 부임 이후 기록한 

2014/15시즌 4위, 2015/16 5위는 뛰어난 성적은 아니였지만, 그렇다고 매우 부족한 성적도 

아니라는 평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6위권 이내의 

성적과 FA컵 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또, 그는 맨유 유스 출신 선수들을 적극 기용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Rio Ferdinand)는 판 할 경질 이후 “래시포드, 

린가드, 멘사라는 유산을 남겼다”며 “유스팀 출신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맨유의 

철학을 지킨 것” 이라고 판 할을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맡았던 아약스, 바르셀로나, 

바에른과 같은 팀들에서도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했고이들은 이후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다. 그가 기용한 래시포드는 데뷔전부터 2골을 넣었으며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 등 강팀의 골망을 흔들었고, 린가드는 FA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멘사 역시 판 

할 감독의 기용 이후 좋은 활약을 펼쳤고, 네덜란드 대표팀에 승선했다.  

 

 

3) 리버풀: 반등을 꿈꾸다 

기대가 무너진 시즌 초반, 브랜던 로저스 경질 

리버풀은 2015/16시즌 시작 전 대대적인 영입을 감행했다. 토너먼트에서는 다수 

우승 기록을 보였지만, 유독 리그에 약했던 리버풀은 좋은 리그 성적이 절실했다. 리버풀의 

로저스(Brendan Rodgers) 감독은 2013/14 시즌 EPL 2위로 팀을 이끌어 우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2014/15시즌 6위에 머물렀다. 이에 우승을 도전하고자 존 헨리(John Henry) 

구단주의 지지 아래, 총 이적료 1395억원을 사용하며 공격수 크리스티앙 벤테케(Christian 

Benteke)를 585억원, 호베르트 피르미누(Roberto Firmino)를 522억에 영입했다. 하지만 

리버풀의 포부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즌 시작 이후 8라운드까지 8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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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로 추락했다. 결국 리버풀은 빠르게 감독 교체를 결정, 브랜던 로저스를 2015년 10월 

4일 경질했다. 이후 빠르게 위르겐 클롭(Jürgen Klopp)을 새 감독으로 선임한다. 

  

위르겐 클롭의 리버풀 부임 

위르겐 클롭은 2008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를 이끌며 리그 우승 및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달성했다. 그는 특유의 전방 압박 전술인 ‘게겐프레싱’을 통해 

중하위권팀이었던 도르트문트를 우승팀으로 올려놓았다. 클롭의 첫해는 리그 8위 (16승 

12무 12패, 승점 60점)로 마무리한다. 3연승이 넘는 연승 행진을 하지 못했고, 리그 

10위에서 리그 8위로의 미미한 성적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시즌 도중 부임한 탓에 자신의 

전술에 맞는 선수단을 꾸리지 못했다. 클롭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 즉시 리버풀 선수단을 

전격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로저스 감독 체체의 선수들을 기용하며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선수들은 클롭의 전술에 잘 녹아 들었고, 클롭의 게겐프레싱 전술 이식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대두되었다. 필리페 쿠티뉴, 시몽 미뇰렛, 조던 헨더슨 등 선수들은 

“클롭 감독이 온 뒤 리버풀이 전혀 다른 팀이 됐다”며 새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게겐 프레싱(Gegenpressing) 전술을 리버풀에 입히다  

  클롭 감독은 분데스리가를 휩쓸었던 그 만의 ‘게겐 프레싱’ 전술을 리버풀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게겐 프레싱은 독일어로 ‘~에 대항하다’는 뜻인 Gegen과 영어의 

pressing을 합성한 단어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축구 전술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공을 빼앗겼음에도 수비라인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 공을 

다시 가져와 주도권을 잡는 전술이다. [EXHIBIT 12] 클롭 감독은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은 공을 빼앗긴 직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게겐 프레싱은 상대방이 쉽게 공격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상대로부터 공을 뺏을 때의 위치가 골문과 가깝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리버풀의 득점력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로저스 감독 시절 리그 8경기 8득점에 

머물렀으나, 클롭 감독은 25경기 48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1골을 더 넣는 상승곡선을 

보였다. 타 빅6과의 경기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원정에서 첼시를 3-1로 꺾었으며, 

맨체스터시티 또한 4-1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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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게겐 프레싱은 끊임없는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많은 체력 소모가 요구되고 

수비에서 뒷 공간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리버풀은 2015/16시즌 총 63경기를 치렀다. 

시즌이 약 9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개의 경기를 뛴 것이다.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경기 수였다. 2015/16시즌 리버풀은 2번의 FA컵 재경기, 컬링컵 

우승, 유로파 진출 등 리그를 제외하고도 최대치의 경기를 뛰었다. 물론 리그 외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기 수가 과해지며 선수들의 체력 안배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여기에 클롭의 체력소모가 큰 게겐 프레싱 전술이 더해지며 선수들이 

후반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미드필더와 수비수 자원의 경기력 

관련 문제도 제기되었다. 리버풀 전감독인 로저스는 클롭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은 세트 

플레이시 수비시 집중력이 부족하여 너무 쉽게 득점을 허용한다며 꼬집었다. 

 

 

6. 앞으로의 레스터 

이처럼 2015/16 시즌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간 시즌이었다. 물론, 스포츠가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은 둥글다"는 격언은 괜한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터 시티의 우승은 정말 너무나 희귀한 장면이었고, 우승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많은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졌다. 다음(2016/17)시즌 역시 레스터 

시티의 돌풍은 계속될까? 아니면 빅6가 다시 그들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분명한 건, 레스터 시티의 우승으로 언더독들의 반란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 어떤 

팀도 우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레스터 시티는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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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1-A. Feedback Process 관점에서 15/16시즌 레스터 시티와 빅6의 행보를 분석해보자 

1-B. Feedback Process 오류가 있다면, 그러한 오류의 정책적, 구조적, 문화적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2. 15/16 시즌 레스터 시티의 우승은 Luck이었는가? Radnomness 관점에서 다음 시즌 

레스터가 EPL 우승권 (3위 이내)에 안착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자 

 

3-A. EPL의 구조적인 특성이 레스터 시티와 빅6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자 

3-B. EPL과 비슷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 다른 산업이 있다면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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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xhibit 

[EXHIBIT 1] 2000년대 성립한 Big 6의 위업 

 

 

[EXHIBIT 2] 벵거 감독 취임 당시 실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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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3] EPL 구단주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재산 규모를 자랑하는 만수르  

 

(2020 기준, 단위: 파운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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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4] 가장 열정적인 팬 1위에 선정된 리버풀의 팬 군단, “콥(Kop)” 

 

 

 

 

[EXHIBIT 5] 2015년 기준, UEFA의 FFP 제도 목적 및 취지 

·       유럽 축구의 전반적인 표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모든 클럽이 유소년 

플레이어의 육성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우선하도록 한다. 

·       클럽들이 관리 및 조직을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도록 보장한다. 

·       플레이어, 관중, 미디어를 위해 좋은 설비를 갖춘 적절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클럽의 스포츠 인프라를 조정한다. 

·       UEFA 클럽 대항전의 청렴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킨다. 

·       재정적, 스포츠적, 법률적, 인력적, 관리적, 시설적 측면 등 다양한 범주에서 유럽의 

클럽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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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6] 2014/15 시즌 유럽 축구구단의 수익 순위 (Deloitte) 

 

 

 

 

[EXHIBIT 7] 클린시트 달성 후 피자파티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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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8] 상대 팀 볼 점유율 및 패스 성공률 자료  

 

(프리미어리그 공식 자료 재구성) 

 

 

 

[EXHIBIT 9] 레스터 시티 구단 부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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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0] 15/16시즌 구단 비용과 최종 순위 비교 자료  

 

 

[EXHIBIT 11] 15/16 시즌 초반부 팀별 우승확률 예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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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2] 게겐 프레싱 전술 

 

 

 

 

 

 

 

 

 

 

 

 

 



- 35 - 

 

References (참고문헌) 

• Deloitte, Premiership wages 'to top £1bn’, 2007.5.30 

• Deloitte, Commercial breaks - Football Money League, 2015.01 

• Deloitte, Planet Football - Football Money League, 2017.01 

• 조슈아 로빈슨, “축구의 제국, 프리미어리그”, 워터베어프레스  

• 김용일, “‘돈을 번 만큼 쓰라'…UEFA 재정적페어플레이(FFP) 규정은?”, 스포츠서울, 2020.02.1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84388 

• 이성모, “[이성모의 더 스토리] 英 스포츠 경제학 교수가 말하는 '레스터 현상'과 빅클럽 부진”, 네이버 칼럼, 

2016.04.2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992100&memberNo=6662586 

• 배준용, “이적료만 3조원...EPL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됐나[아무튼, 주말]”, 동아일보, 2022.09.10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9/10/AMOWMUJ4KZGPNPFM6MNKJE3WFE/?utm_sour

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김도용, “[해외축구] 떠나는 판 할이 맨유에 남긴 젊은 재능들…마샬·래쉬포드”, 뉴스1, 2016.05.24 

https://www.news1.kr/articles/?2671280 

• 강언구. “‘퍼디난드, 떠나는 판할에 헌사 "유스 발굴로는 맨유 철학 지켰다"”, 스포츠Q, 2016.05.24 

https://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87 

• 임정택, “'절친' 블린트 감독 "판 할, 경질될 만한 지도자 아냐"”, 스포츠조선, 2016.05.2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00885.html 

• 임민재, “반 할의 끝, 맨유는 변화할 수 있을까”, 브런치, 2016.05.24 

https://brunch.co.kr/@slowowo/1 

• 김동환, “[풋볼리스트S] 감독 잔혹사 | ① EPL 감독이 부럽나? 그들도 '파리 목숨'”, 인터풋볼, 2016.04.16 

http://www.footballi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89 

• 임기환, ““이 선수들론 부족”… 보드진 들으면 화낼 판 할의 망언”, 베스트일레븐. 2016.04.25 

https://www.besteleve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26 

• 신명기, “[신명기의 EPL 인사이드] 종착역 보이는 맨유-판 할의 어색한 동거”, 스포탈코리아, 2016.01.22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12210344576&section_code=20&cp=se&

gomb=1 

• 노영래, “‘[노영래의 풋볼사이다] '한 남자' 우드워드, '벼랑 끝' 판 할의 '생명보험'”, 스포탈코리아, 2016.02.18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21802573811&section_code=20&cp=se&

gomb=1 

• 강대호, “첼시 EPL 2연패?…맨시티는 또 준우승 전망”, MBN, 2015.07.19 

http://mksports.co.kr/view/2015/690354/ 

• 김태현, “콩테 첼시 감독 "챔피언스리그 진출" 선언”, 국민일보, 2016.07.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84122&code=61161311&sid1=eco/feed/ 

• 정지훈, “카펠로 감독, “무리뉴, 첼시 선수들을 혹사시키고 있어””, 인터풋볼, 2015.10.06 

http://www.interfootball.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7762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8438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992100&memberNo=6662586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9/10/AMOWMUJ4KZGPNPFM6MNKJE3WF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9/10/AMOWMUJ4KZGPNPFM6MNKJE3WF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news1.kr/articles/?2671280
https://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8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00885.html
https://brunch.co.kr/@slowowo/1
http://www.footballi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89
https://www.besteleve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26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12210344576&section_code=20&cp=se&gomb=1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12210344576&section_code=20&cp=se&gomb=1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21802573811&section_code=20&cp=se&gomb=1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21802573811&section_code=20&cp=se&gomb=1
http://mksports.co.kr/view/2015/69035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84122&code=61161311&sid1=eco/feed/
http://www.interfootball.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77627


- 36 - 

 

• 우충원, “‘무리뉴와 갈등' 팀닥터 카네이로, 첼시 떠난다”, 조선일보, 2015.09.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1600.html 

• 엄준호, “[EPL 와이드] 무리뉴를 경질해야만 하는 10가지 이유”, 스포탈코리아, 2015.11.07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5110714061349&section_code=20&cp=se&

gomb=1 

• 임정택, “첼시 선수단 분열 조짐, 한 지붕 두 가족?”, 스포츠조선, 2015.12.17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12180100194030012961&servicedate=20151217#rs 

• 안경남, “벼랑 끝 무리뉴 감독의 '선수 감싸기'”, 마이데일리, 2015.10.28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510281738912243&ext=na 

• 김용석, “[EPL 개막 특집] ③ 8618억원의 돈잔치 … 2014~2015 ‘톱10’ 팀 올 시즌은?”, 뉴스핌, 2015.08.0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50808000083 

• SEB, ‘[축구 전술 분석]게겐프레싱이란?’, 도인탁 칼럼, 네이버 블로그, 2018.09.07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sebinsasa&logNo=221354637167 

• 김현길, “축구의 신도 옴짝달싹… ‘게겐 프레싱’의 기적‘“, 국민일보, 2019.05.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7143&code=12120000&cp=nv 

• 유지선, “[EPL 포커스] 다음이 더 기대되는 클롭과 리버풀의 '합주’”, 인터풋볼, 2016.04.21 

https://www.interfootbal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63 

• 김다솔, “로저스의 ‘조언’, “클롭, 세트플레이 수비 개선해야 해””, 스포탈코리아, 2016.01.19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11921361293&section_code=20&cp=se&

gomb=1 

• 장민석, “프리이머리그, 빅4 시대 가고 빅6(맨유, 첼시, 아스널, 리버풀+맨시티, 토트넘) 시대 열릴 것”, 

조선일보, 2011.08.1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2/2011081202166.html 

• “3일 “맞수” 아스날… “49경기 무패 기록”의 경이적인 팀”, 노컷뉴스, 2006.01.03 

https://www.nocutnews.co.kr/news/112017?c1=218&c2=221 

• 박진만, ”듣보잡’에서 명장으로…아스널과 벵거의 22년”, 한국일보, 2018.03.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080484850904 

• 하정민, “전략보다 식단부터 챙긴 아르센 벵거”, 동아비즈니스리뷰, 2010년 09월 64호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6/article_no/3265/ac/magazine 

• 박시안, “벵거와 아스날, 시기 놓친 ‘아름다운 이별’”, 데일리안, 2018.03.19 

https://dailian.co.kr/news/view/700882 

• 고미혜, “만수르, 10년간 맨시티에 2조1천억원 쏟아부었다”, 연합뉴스, 2018.09.14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4032500007 

• “맨시티, 44년 만에 ‘기적의 우승’”, 경상매일신문, 2012.05.14 

http://m.ksmnews.co.kr/view.php?idx=15675 

• 이원희, “토트넘, ‘라이벌’ 아스널에 가려진 5가지 이유”, STN뉴스, 2015.06.03 

https://www.stnsport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4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1600.html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5110714061349&section_code=20&cp=se&gomb=1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5110714061349&section_code=20&cp=se&gomb=1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12180100194030012961&servicedate=20151217#rs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510281738912243&ext=na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50808000083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sebinsasa&logNo=22135463716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7143&code=12120000&cp=nv
https://www.interfootbal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63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11921361293&section_code=20&cp=se&gomb=1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6011921361293&section_code=20&cp=se&gomb=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2/2011081202166.html
https://www.nocutnews.co.kr/news/112017?c1=218&c2=2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080484850904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6/article_no/3265/ac/magazine
https://dailian.co.kr/news/view/700882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4032500007
http://m.ksmnews.co.kr/view.php?idx=15675
https://www.stnsport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49


- 37 - 

 

• 윤진만, “숫자가 말하는 토트넘 감독교체 역효과, 무리뉴 부임 후 50경기 성적<포체티노 경질 전 50경기 성적”, 

조선일보, 2021.02.23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1/02/23/ITSS747M2FR7G5ES4GRLJHQPTQ/ 

• 강동훈, “’10년간 감독교체 5회’ 토트넘, 지출한 금액 ‘어마어마’…포체티노 1위”, 더골, 2021.11.27 

https://www.goal.com/kr 

• “베니테스, ''리버풀 부진 극복, 달글리시 지지에서 시작''”, 스포탈코리아, 2012.04.04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2040417322143&section_code=20&key=&fi

eld= 

• 서형욱, “리버풀의 '빅 클롭' 플랜이 시작됐다”, 서형욱칼럼, 2015.10.10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260&aid=0000001009 

• 이명수, “'프로24년차' 부폰, "최고의 분위기 경기장은 리버풀 안필드"”, 인터풋볼, 2018.10.13 

https://n.news.naver.com/sports/wfootball/article/413/0000072968 

• ”알렉스 퍼거슨 감독 우승경력”, 연합뉴스, 2013.05.08 

https://www.yna.co.kr/view/AKR20130508198200007  

• 박찬준, “로만 아브라모비치 첼시 인수 10년이 남긴 것은?”, 조선일보, 2013.07.0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03/2013070302662.html 

• 우충원, “무리뉴, "내 이름은 첼시의 역사에서 기억될 것"”, 조선일보, 2007.09.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9/21/2007092100321.html 

• Marcus Christenson, “Claudio Ranieri: the anti-Pearson … and the wrong man for Leicester City?”, the 

guardian, 2015.07.14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blog/2015/jul/14/claudio-ranieri-leicester-city-nigel-pearson 

• Jack Gaughan, “Leicester City manager Claudio Ranieri makes good on promise to provide players with 

pizza after clean sheet against Crystal Palace”, Mail Online, 2015.10.29 

https://www.dailymail.co.uk/sport/football/article-3295634/Leicester-City-boss-Claudio-Ranieri-makes-

good-promise-provide-players-pizza-keeping-clean-sheet-against-Crystal-Palace-pay-deserve-this.html 

• Alistair Magowan, “Leicester City: The science behind their Premier League title”, BBC, 2016.05.04 

https://www.bbc.com/sport/football/36189778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1/02/23/ITSS747M2FR7G5ES4GRLJHQPTQ/
https://www.goal.com/kr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2040417322143&section_code=20&key=&field=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2040417322143&section_code=20&key=&field=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260&aid=0000001009
https://n.news.naver.com/sports/wfootball/article/413/0000072968
https://www.yna.co.kr/view/AKR2013050819820000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03/2013070302662.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9/21/2007092100321.html
https://www.theguardian.com/profile/marcuschristenson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blog/2015/jul/14/claudio-ranieri-leicester-city-nigel-pearson
https://www.dailymail.co.uk/sport/football/article-3295634/Leicester-City-boss-Claudio-Ranieri-makes-good-promise-provide-players-pizza-keeping-clean-sheet-against-Crystal-Palace-pay-deserve-this.html
https://www.dailymail.co.uk/sport/football/article-3295634/Leicester-City-boss-Claudio-Ranieri-makes-good-promise-provide-players-pizza-keeping-clean-sheet-against-Crystal-Palace-pay-deserve-this.html
https://www.bbc.com/sport/football/36189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