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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 United

2013 년 5 월 12 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 : 이하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맞을 때, 클럽, 코치 진 모두,
선수들까지도 내 곁을 변함없이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의 새
감독을

끝까지

지지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

알렉스

퍼거슨

경

(Sir

Alex

Ferguson :이하 퍼거슨)
수만 명의 팬과 구단 관계자, 선수들 앞에 선 퍼거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많은 업적을
뒤로하고 경기장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수십 년간의 축구의 역사가 담겨있었다.
퍼거슨 은퇴와 후임 감독 선정
세계 최고 축구 리그라 불리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nglish Premier League : 이하 EPL)의
최고 팀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2012 년 12 월에 은퇴를 결심하였다. 오랫동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마음을 이제야 결심한 이유는 2012-13 시즌을 진행하는 도중에 들려온 12 월 암 투병
중이던 처제의 사망소식이었다. 그는 처제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고 여생을 외로워할 아내와
보내기 위해 은퇴를 결심하게 된다. 이러한 퍼거슨의 은퇴소식은 맨유 구단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듬해 5 월 8 일에 퍼거슨은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은퇴를 발표하면서 세간을 놀라게 했다.
오랫동안 맨유의 사령관으로 군림했던 퍼거슨이 은퇴를 발표하자 다음 감독으로 누구를
추대되는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당시 스페인 프로축구리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었던 조제 무리뉴(Jose Mourinho)와 에버튼의 감독이었던 데이비드 모예스(David Moyes),
그리고 2012 년도까지 바르셀로나의 감독을 역임했던 펩 과르디올라(Pep Guardiola) 등 당시
유수의 감독들이 언론에 거론되었다. 맨유 팬들 역시 누가 퍼거슨 감독의 아성을 이어받을
감독이 될 것인지 귀추를 주목했다. 구단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은퇴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인
5 월 9 일 감독 내정자로 모예스를 지목하였다. 팬들은 11 년간 에버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모예스를 환영하였고, 언론 역시 그가 퍼거슨의 영광을 이어줄 적임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예스 역시도 인터뷰를 통해 맨유의 신임 감독으로 지명된 것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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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Case 는 2015 년 겨울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의 지도

하에 김종현, 박현진, 이기찬, 이준재, 최상흠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위의 저자에게 있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지명된 것은 매우 큰 영광입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이 저를 이 자리에 추천해주신 것에 매우 기쁩니다. 저는 그가 구단에 한 모든 일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최고의 감독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맨유를
이끌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시즌에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3.5.9 데이비드 모예스(David Moyes)
6 월 30 일 퍼거슨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7 월 1 일 모예스가 감독직에 부임하며
맨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부임 이후 첫 경기인 커뮤니티 실드(Community Shield : [Exhibit
1]) 에서 모예스는 위건 애슬레틱(Wigan Athletics)에 2 대 0 으로 우승을 거두며 팬들과 언론의
기대에 부응하며 산뜻한 출발을 예고하였다.

“데이비드 모예스는 내게 알렉스 퍼거슨 경을 떠올리게 했다.” – 모예스의 맨유 부임후
첫공식경기 상대, 로베르토 마르티네즈(Roberto Martinez) 감독(위건 애슬레틱)
이어서 개막한 EPL 개막전에서도 스완지 시티(Swansea City)를 대상으로 4 대 1 로 승리하며
모예스는 세간에 퍼거슨의 훌륭한 후계자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퍼거슨의 영광을 이어가는 듯한
모예스를 보며 맨유 팬들은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으며 첫 홈경기를 치르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홈 구장에 그를 위한 ‘The Chosen One’ 대형 배너를 걸어주었다. [Exhibit 2]

“모예스 감독의 훈련은 퍼거슨 감독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순서 등이 다르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 네마냐 비디치(Nemanja Vidic)
이렇게 맨유 구성원과 팬들 모두의 축하와 기대 속 맨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축구 구단에서의 구단주와 이사진과 감독
구단주, 이사진과 단장2과 축구 구단의 운영
오늘날 축구 구단운영은 기업의 운영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구단 유니폼 판매, 경기 티켓판매,
중계권 판매, 선수의 트레이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구단의 소유주인 구단주와 구단주에
의해 임명된 이사진, CEO 의 경영에 의해 구단이 운영된다. 구단이 수익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팀의 성적이다. 일반적으로 축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사진은 필요한 권한을 단장과 감독에게 위임하여 팀의 운영을 맡긴다. 실질적으로
이사진의 감독, 단장 선임과 선임된 감독, 단장의 역량에 따라 팀의 성적이 좌우되므로 이사진은
두 의사결정자의 선정에 큰 신경을 쓴다.
이사회의

권한은

구단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구단에서

선수

영입에

필요한

자금지원여부 결정, 장단기적인 구단 운영방안과 전략 선정은 구단주와 이사진, 그리고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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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구단에서 단장은 기업에서 CEO 와 같이 이사진의 임명에 의해 팀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의해 임명된 단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감독은 선수들의 영입에 대한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결정은 단장이나 이사진 혹은 구단주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사진은 필요에 따라 감독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고 선수의 영입 권한과 유소년 시스템 등
축구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수단과 관련된
운영 특히 선수영입은 이사진에 의해 위임된 단장과 감독간의 의사결정에 의해 처리되지만 현대
축구에서 거대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구단을 인수하면서 구단주가 감독의 의사결정에 큰
압력을 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감독 Manager
감독(監督)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일의 전체를 지휘하며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축구 감독은 코치진 선임부터 시작하여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스카우팅 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구단 조직 구성을 담당한다. 따라서 축구감독의 변화는 단순히
감독 하나만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감독의 세세한 역할과 책임은 축구
클럽마다 다소 다르나 11 명의 개인을 팀이라는 유기적 조직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통 감독은 전통적으로 24 명 정도로 유지된, 실질적으로 경기를 뛰는 1 군 구단을 운영하고
조감독, 팀 닥터 및 구단 보조 스태프를 총괄하는 역할을 공통적으로 맡는다. 또한 매일 팀의
훈련 커리큘럼을 짜고, 다음 경기 선발선수와 후보 선수를 선정과 경기에서 쓰일 전략을
구상한다. 경기 당일에는 경기 전후, 경기 중 선수들에게 준비된 전술을 지시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의 상위리그에서 축구 감독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많은 직업이다. 경기결과가 안
좋으면 주로 언론에서 뭇매를 맞는 것은 감독이었으며 극단적인 경우 경질압박까지 직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감독의 평균적인 임기는 매우 짧다. 2012 년 영국에서 조사한 EPL
감독들의 평균 임기는 약 2 년이었다. 그러나 최근 10 년간으로 범위를 좁히면 기간은 더욱
줄어든다. 퍼거슨은 이에 “어떤 구단들은 감독을 너무 자주 바꾸어 구단 내에 선수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감독보다 더 전략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사진과 단장
맨유 보드진의 중심 축에 2005 년에 맨유 주식 75%를 총 1 조 5 천억에 인수해 구단 자금줄을
대고 있는 글레이저(Glazer)가(家) 사람들이 있다. 당시 글레이저가의 회장이었던 말콤 글레이저는
NFL 의 템파베이의 운영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바탕해 글레이저가는
투자목적으로 운영하기 좋은 스포츠 구단을 물색하고 있었으며 적합한 구단으로 맨유를 고른
것이다. 글레이저가는 2005 년 맨유의 최대주주가 되어 현재까지 구단의 소유주로 구단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다.
2005 년 구단 인수 당시 글레이저가는 맨유 구단을 인수를 위해 J.P. Morgan 에서 재정 자문을
얻었는데,

인수전략부터

시작하여

세세한

금융조언을

담당한

하던

사람이

바로

에드

우드워드였다. 그는 글레이저가가 맨유를 인수한 2005 년 팀에 합류하여 글레이저가문이
맨유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마케팅 및 홍보 부문 전권을 맡아

5 천만 파운드 정도에 머물던 구단 수익을 5 년만에 2 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으며 쉐보레,
아우디 등의 거액 스폰서까지 유치했다. 상업적 성과를 인정받아 2008 년에 이사회의 멤버가 된
그는 2012 년 8 월 맨유의 뉴욕증시 상장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아 이를 계기로 2013 년부터
단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
퍼거슨의 은퇴와 함께 단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데이비드 길(David Gill)에 이어 구단 단장
역할을 맡게 된 에드 우드워드(Ed Woodward)는 전임 단장과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Exhibit 3]. 길 전임 단장은 10 여년 간의 축구계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영입시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퍼거슨과의 뛰어난 호흡으로 퍼거슨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짧은 축구계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글레이저가는 우드워드의 스폰서 유치
성과 등 탁월한 상업적 수완을 높게 평가하여 그를 단장으로 임명하게 되었고, 퍼거슨 은퇴 이후
새 감독과 첫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감독의 역할과 권한
파리목숨이라 불리는 EPL 감독역할은 맨유의 감독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팀의 상징인 홈 구장
올드 트래포드의 동상으로 세워져 대문을 지키고 있는 맷 버스비(Matt Busby)는 1945 년부터
1969 년까지 24 년간 팀을 이끌며 축구 근대화와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어 과도기를 거친 후
1986 년부터 2013 년까지 27 년간 팀을 이끈 퍼거슨은 맨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축구
구단으로 만들었다. 짧은 기간 내에 수 많은 다른 감독들을 갈아치우는 현대 축구 판에서 탁월한
소수의 감독 지휘아래 팀을 이끌어오고 있는 전통과 퍼거슨이라는 존재는 팬들과 구단이
자랑스러워 하는 가치이자 훈장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독을 선임하고 팀을 운영한다는 특성과 더불어 맨유는 감독에게 다른
어떤 구단들보다도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퍼거슨은 “맨유에서 모든 결정은 감독의 생각에
따릅니다. 제가 감독으로 일하면서 클럽 운영에 관해 이사회에서 제 결정을 뒤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불어 “글레이저 가에 대해서도 글레이저가는 감독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으며,
구단주의 입김이 매우 강한 일부 구단에 비해 악수 몇 번 하고 사진 몇 장 찍는 것이 선수영입에
대한 간섭의 전부였다.”며 감독이 맨유에서 지휘권의 중심에 감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장기적인 감독 계약기간과, 감독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맨유의 방침은 퍼거슨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특수한 전통이다.

알렉스 퍼거슨 경과 데이비드 모예스 [Exhibit 4]
알렉스 퍼거슨
그의 언급에는 맨유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는 칭호가 따라온다. 26 년 동안 맨유를
이끌면서 그는 13 번의 리그, 5 번의 FA 컵, 그리고 2 번의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구단을
이끌며 잉글랜드 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감독으로의 경력 도중 총 49 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이는 영국 감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우승 숫자였으며 이러한 축구에 대한
그의 공로를 인정하며 1999 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그에게 기사작위 영예를 선사했다.

퍼거슨은 1941 년 스코틀랜드 공업도시 글래스고(Glasgow)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청년시절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레인져스(Glasgow Rangers)의 공격수로 활약하다가 1974 년
32 세의 나이로 2 부리그 하위권 팀 세인트 미렌(St. Mirren)에서 감독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부임 2 년 차에 팀을 1 부 리그로 승격시켰으며 부임 3 년 차에는 리그 우승으로 이끌지만
구단주와의 불화로 인하여 부임 4 년 차인 1978 년 감독 직에서 경질된다. 그 후 1979 년부터
1986 년까지 그는 애버딘(Aberdeen FC)의 감독을 맡아 팀을 1982 년에는 스코틀랜드 1 부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후년 유로피안 컵(UEFA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Real
Madrid) 에 맞서 승리해 우승하는 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성과로 1986 년 감독자리에 공석이
생긴 맨유의 제안을 받으면서 그의 26 년간의 화려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조직운영 철학
퍼거슨은 팀을 구성하는데 세 가지 철학을 기반으로 두었다. 그 중 첫 번째는 팀보다 중요한
선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구단에서는 스타 선수의 비위를 맞추려고 원칙을 굽히거나 깨는
경우도 있지만 퍼거슨 감독의 경우는 달랐다. 맨유에서 스타 선수가 탄생하기도 했고 스타
선수를 영입한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팀의 일원으로 머물렀으며 동료를 비판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선수는 즉각적으로 방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우수한 지도자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스포츠 과학을 도입했다. 그는 영국에서
훈련 조끼에 GPS 를 장착하여 선수들의 운동량과 반경을 체크하는 것을 시도한 유일한
감독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퍼거슨 경은 요가 도입, 햇빛이 부족한 맨체스터 지방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비타민 D 보충제를 공급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퍼거슨은
위임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그의 자서전 <Leading>에서 이에 대하여 "마지막 10 년간 위임은
우리 성공에 막대한 기여를 한 필수적인 도구였다"고 표현한 만큼 선수영입과 유소년 육성 및
훈련 측면에서 수뇌 코치진에 위임을 하고 자신은 최종검토만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퍼거슨
감독이 포르투갈 노숙자 출신 공격수 베베(Bebe)를 한번도 직접 보지 않고 플레이 영상에만
의존하는 직관으로 영입한 것도 유명한 일화다.
선수영입 및 유소년 육성
맨유의 레전드 수비수 게리 네빌(Gary Neville)은 은퇴 직후 인터뷰를 통해 매 이적 시장 젊은
피를 수혈해 팀 스쿼드를 점진적으로 젊게 만드는 방식의 퍼거슨 감독의 선수 영입 방식을
극찬했다. 이렇게 퍼거슨 경은 "아무리 성공적인 팀이라도 4 년 주기로 팀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팀의 핵심선수가 되어줄 유소년 선수가 지속적으로 수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소년 시스템은 구단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맨유
유소년 아카데미 전담 팀을 탁월한 어린 선수들을 육성함으로써 역사를 재창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유소년 아카데미의 매니저로서 에릭 해리슨(Eric Harrison) 코치를 임명한 뒤에 그에게
유소년 훈련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고 자신은 화요일과 목요일 마다 유소년-성인 팀 통합 훈련을
관람하며 그들의 육성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소년 스카우팅 체계는 짐 로울러(Jim Lowler)와 마틴 퍼거슨(Martin Ferguson)이라는
수석 스카우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대륙 별로 흩어져있는 스카우터들이 후보 군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퍼거슨에게 최종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00 년대 이후 맨유는 남미로 스카우팅 기반을 확장하면서 수급시장을 넓힘으로써 유소년 확보
체계를 넓히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코치진 구성과 운영
퍼거슨 은퇴 직전 맨유의 수석코치 직은 마이크 펠란(Mike Phelan)과 르네 뮬렌스틴(Rene
Meulensteen)이 겸임하고 있었다. 퍼거슨은 26 년간의 임기동안 8 명의 수석코치를 두면서
평균적으로 3.2 년 주기로 수석코치를 변경했다. 그는 새로운 수석코치를 영입할 때마다 전임
수석코치의 훈련 프로그램을 참고하라는 주문을 내렸는데 이는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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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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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로스(Carlos Queiroz)에서 르네 뮬렌스틴(Lene 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는 기존 훈련
커리큘럼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코치가 고안한 2 대 1 상황에서 동료를 활용하는
방식의 훈련 방식을 도입해 2009 년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토대가 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다.
경기운영 전술
퍼거슨의 전술의 중심 축은 포메이션에 얽매이지 않고 선수 각자 필요한 위치, 즉 공과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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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템포로

이동하는

자유로운

플레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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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춘 선수들을 선호했는데 한국인 최초 EPL 에
입성한

박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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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부터

일관적으로

이어져왔다. 라이언 긱스(Ryan Giggs)와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이 팀의 주축을 이루던
1990 년대에서부터 직선적이고 짧은 패스를 구사하는 빠른 역습 위주의 측면공격 전술이
활용되었고 이와 같은 전술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Christiano Ronaldo)와 웨인 루니(Wayne
Rooney)가 팀의 주축을 이루던 2000 년대에까지 이어져 성과를 거뒀다.

데이비드 모예스
데이비드 모예스는 1963 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축구 코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선수
시절 수비수로 스코틀랜드 리그와 잉글랜드 2 부리그를 전전하며 총 550 경기를 출장했으나
22 세라는 젊은 나이에 축구 코치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선수시절의 경력은 불운한 편에
속한다. 그는 선수로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지 못했을뿐더러 영국 캠브릿지(Cambridge FC)에서는
동료로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의 셀틱(Celtic FC)시절
동료 프랭크 맥가비(Frank McGarvey)는 모예스의 성공에 대한 열망과 치밀한 관리기법은 선수
시절의 불운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모예스는 2002 년 39 세 젊은 나이에 EPL 에버튼(Everton FC)의 감독으로 발탁되고 부임직후
강등권 팀을 이듬해 7 위로 격상시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다. 그가 부임하기 전 10 년 동안
에버튼은 EPL 평균 14.1 위를 기록했지만 부임 후 10 년을 살펴보면 7.54 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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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리그감독협회(EPL

Manager

Association)

올해의

감독상을 ’03, ’04, ’08 3 회 수상하는 등 엘리트 감독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조직운영 철학

모든 업무에 대한 치밀한 자세와 다방면의 학구열이 뒷받침된 모예스의 성향은 그를 본능적인
리더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 영국 인디펜던트지(Independent) 2013.5
모예스 감독의 조직 철학은 퍼거슨 경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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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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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운영에

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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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선수들을 라커룸에서 심하게 질책한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철학은 학습에 대한 열망이다. 그는 실제로 세계 각국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인 학구열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조직측면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로서 MOT Test 를 고안하고 적용했다는 점이 꼽힌다. MOT Test 란 각 포지션 별로
10-12 개의 측정기준을 두고 잠재 영입선수를 평가하여 그 선수의 경기력을 계량화시키는
소프트웨어다. 이는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스카우팅 평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축구 계에서 보기 드문 시도였다. 세 번째 철학은 그의 실천적 구단운영으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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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과정을 위임하지 않고 소수의 코치진들과 함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형 칠판을 팀 라커룸과 감독 집무실에 구비해 전술 및 선수 개인에 대한 세세한
분석결과를 상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선수영입 및 유소년 육성
1999 년 에버튼을 인수한 구단주 빌 켄와이트(Bill Kenwright)는 다른 지역 출신 부호
구단주들과 달리 1984 년부터 구단 임원직을 수행하던 내부인이었기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예스는 저비용-고효율 영입체계를 구사한다. 그는
잠재 영입선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수석 스카우트와 코치 등 소수의 조언자와 함께 해당
선수를 의무적으로 20 경기 이상 관전했다. 이는 중계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경기장에서의
위치선정과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보는 그와 코치진이 공유하는 스카우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그의 효율적인 영입운영의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모예스가 에버튼에 부임한 2002 년 구단의 수익은 400 만 유로였는데 이는 당시 2 억
2950 만 유로의 수익을 올린 맨유와 1 억 5460 만 유로 수익의 리버풀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치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한 정보수집을 통해 저가격-고효율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 치중했고 저비용 이적이 불가한 경우 단기-장기 임대시장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치밀함 때문에 모예스의 영입은 시장 마감 데드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계약
성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를 우유부단하다고 여기는 팬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는
클럽의 재정상황상 단 한 건의 영입실패가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끼칠 수 있기에 나온 결과였다.
코치진 구성 및 운영

모예스 전술 훈련의 중심축은 2008 년부터 에버튼 수석코치를 맡은 스티브 라운드(Steve
Round)와 1998 년부터 모예스와 함께해온 지미 럼스덴(Jimmy Lumsden), 그리고 골키퍼 코치
크리스 우즈(Chris Woods)였다. 그는 모예스는 전술 훈련 중에 코치에 권한 위임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훈련을 지도하는 성향을 보였다. 특히 매 훈련 마다 훈련용 공의 압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리하였으며 중요한 경기가 다가올 때는 자기자신이 모든
훈련을 지도할 때도 있었다. .
경기운영 전술 및 훈련 운영
모예스는 전술 구성에 있어서 점유율에 기반해 공간을 만들고 롱패스를 위주로 득점하는
형태의 정해진 패턴을 반복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술은 정해진 패턴을 따라간다는
면에서 경직적이며 다소 극단적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당시 전술분석가들은 기존에
자유롭고 빠른 패스를 연계하는 전술에 익숙하였던 선수들은 이러한 공간 점유형 전술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동선이 겹치거나 무분별한 긴 패스를 남발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경기에서는 전술에 알맞은 선수들의 활용과 함께 좋은 성적으로 다가왔다.

데이비드 모예스의 선임 과정
“모예스 일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지명할 이유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의 배경은 주목 할만 하다.”,
“모예스만큼 성실히 일하는 감독을 본 적이 없고 그가 내 유일한 후계자 후보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퍼거슨의 내부은퇴 선언이 있은 직후, 맨유 보드 구성원들은 클럽의
백년대계를 맡을 인물 조사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해임, 계약 파기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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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했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퍼거슨은 감독 시절 엄청난 재량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책임자 역할을 했던 측면과도 연계되어 축구 감독으로서의 역할이상의 그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퍼거슨이 이후 그의 자서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감독 선정 과정은 외부 압력을 피하기 위해
뉴욕에 위치한 글레이저 가 사옥에서 극비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맨유 보드진은 세 가지
문제점을 껴안고 있었다. 첫 번째는 퍼거슨의 장기 집권으로 인하여 감독 선임 경험이 전무했고
두 번째로는 퍼거슨 은퇴와 감독 선임 기간이 비교적 짧았기에 과르디올라, 무링요 등 이미
유명한 감독들은 대다수가 행선지를 정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점차 악화되는
맨유 재정상 이사진이 정한 가장 중요한 차기 감독의 요건으로 퍼거슨과 비슷하게 저비용
고효율을 뽑아내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독은 적었고, 이 그물망에
걸려든 이는 바로 모예스였다.
당시 맨유의 상황에 더불어 두 가지의 요인이 모예스로 하여금 매력적인 감독후보로 보이게
만들었다. 첫 번째로 모예스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퍼거슨과 같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엄격한 규율을 중시하는 노동당 지지자이다. 또한 모예스의 부친은 퍼거슨의

지인이자 퍼거슨의 아마추어 선수 시절 첫 구단인 드럼채플 감독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퍼거슨은 종전에 스코틀랜드인을 두고 “많은 스코틀랜드인은 강한 의지를 가졌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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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인들은 모두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고 표현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아스날의 벵거
같은 다른 EPL 상위 팀 감독들과 견원지간이라고 알려졌던 퍼거슨이 인터뷰를 통해 능력과
성품을 모두 극찬한 감독은 모예스가 유일하였던 점은 모예스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요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퍼거슨 감독과 모예스 감독의 전술 상의 유사성도 감독 선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였다. 두 감독 모두 4 명의 미드필더를 두어 경기장을 사이드 라인 끝부분까지
횡적으로 넓게 쓰는 것이 특징인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두고 이에 조금씩 변화를 첨가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실제로 2013 년 2 월 11 일 프리미어리그 4 라운드 맨유와 에버튼 경기를 보면
두 팀이 동일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 맞붙은 바 있다. [Exhibit 5] 모예스가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팀을 목표로 하며 에버튼을 9 년째 맡아오며 퍼거슨과 벵거에 이어 EPL 에서 3 번째로
장기집권한 감독이었다는 점도 그의 끈기를 인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중에 선임 과정이 불투명해 클럽의 의중이 언론에 전혀 새어나가지 않았기에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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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예스가 클럽의 전통과 가치를 따른 뛰어난 선택이라는 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예스가
스몰 마켓 팀 에버튼에서 재정과 경기장 크기 등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위권 팀을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를 유지할만한 시스템과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것을 부정하긴 힘들었기 때문이다.
코치진 구성 상 기존의 르네 뮬레스틴이나 믹 펠란 같은 퍼거슨 시절부터 함께 하던 베테랑을
내치고 자기 위주로 바꾼 것 또한 현대축구 감독들간의 일반적인 추세이었기 때문에 크게 비판
받을 일은 아니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13/14 시즌 준비과정
모예스는 2013 년 7 월 1 일 맨유 감독으로 부임했고, 2013-14 시즌 EPL 은 8 월 17 일 개막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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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이라는 시간이 준비 기간으로 주어졌다. 하지만 상당히 늦은 시점에 부임한 모예스의
입장에서는 선수단, 코치진 구성과 전술 훈련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다. 그렇기에
시즌 내내 모예스는 대부분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코치진의 구성 [Exhibit 6]
퍼거슨과의 인수인계 단계에서 모예스는 코치진 구성을 둘러싸고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퍼거슨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라. 지속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면, 팀을
앞으로 잘 이끌어 줄 것이다. 이제 당신은 거대한 기계를 맡게 되었다. 당신의 수준은 막스 앤
스펜서(소규모 의류유통업체)에서 백화점으로 넘어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코치와
스카우터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검수하던 퍼거슨의 스타일과는 달리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코치진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스타일을 가진 모예스 감독은 팀 내 통제권을 확보하고
원하는 대로 팀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기존의 코치진이 12-13 시즌동안 팀을 1 위로 견인한 우수한 코치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감독이 팀의 전체적인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에버튼의
코치진을 데려오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골키퍼 코치인 에릭 스틸(Eric Steel), 수석코치 마이크
펠란(Michael Fellan)과 르네 뮬레스틴, 수석 스카우트인 마틴 퍼거슨을 내보내고,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에버튼의 코치진에서 크리스 우즈를 골키퍼 코치로, 스티브 라운드를 수석코치로
지미 럼스덴을 코칭 스태프로 데려왔다.
하지만 모예스는 이와 상반되는 면모로서 시즌 중 체력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피지컬 코치인 토니 스트러드웍은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켜주었다. 그는
피트니스, 컨디셔닝 훈련이 승리를 견인하는데 주요하다고 보았으며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이외에도 모예스는 팀 내 물리치료사와 수석
분석가 역시 교체하지 않는 결정을 보이는 등 필요에 따라 기존 코치진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맨유에서 20 여년간 선수생활을 한 라이언 긱스를 플레잉 코치로,
12 여년간 선수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필 네빌을 코칭 스태프로 데려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현재 사령탑이 바뀐 어수선한 상황에서 선수단을 장악하고 그들이 코치진과 선수들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수단 장악
모예스가 감독에 부임하자마자 처음 한 일은 팀 내 불화를 일으키고 있던 에이스 웨인
루니(Wayne Rooney)와의 비밀회동이었다. 당시 퍼거슨 전 감독과 잦은 마찰로 루니는 이적의사를
내비쳤고 이에 FC 바르셀로나(FC Barcelona)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2500 만 파운드를
준비했다는 기사가 떠있는 상황이었다. 모예스는 루니를 팀 내에 잔류시킴으로써 리더쉽 증명과
동시에 선수단의 안정을 노렸다. 결국 그의 끊임없는 러브콜에 루니는 잔류했고 이후 모예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부임직후 선수단 장악을 위해 주장인 비디치와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비디치는
국가대표 경기 준비를 위해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곳으로 이동해 앞으로
팀의 운영과 전술을 전달하고 동시에 팀원들을 잘 이끌어나갈 것을 부탁했고 비디치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선수영입 및 방출
기존 맨유의 스카우팅 시스템의 키워드는 위임이였다. 퍼거슨은 스카우터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고 단지 최종 결정권자 역할만을 담당했다. 수석 스카우터였던 짐 로울러와 마틴 퍼거슨은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의 비호 아래 선수 영입에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었다.
새로운 감독 모예스 부임 이후 맨유의 여름 이적시장의 성적은 처참했다. 사람들은 이적시장의
실패요인으로 모예스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첫번째로 꼽았다. 모예스 부임 후 스카우터들은
그에게 기존 시스템에 의해 기반한 영입 추천 리스트를 가져왔지만, 꼼꼼히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예스와는 전혀 맞지 않는 스카우트 시스템이었다. 특히 꼭 필요한 자원으로
꼽히던 어린 미드필더인 티아고 알칸트라(Thiago Alcantara)의 영입 건에서 모든 영입절차가
문서화되었지만 모에스는 서명을 미루었고 이는 경쟁 구단에게 선수를 뺏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데이비드 길에 이어 새로 부임한 맨유 단장 에드 우드워드 역시 참담한 이적시장 결과물을
내놓는데 일조했다. 그는 스페인 클럽 아틀레틱 빌바오(Athletic Bilbao)와의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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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미숙으로 날려버렸다. 결국 여름 이적시장에서 맨유가 얻은 자원은 애버튼 출신 미드필더
마루앙 펠라이니(Marouane Fellaini)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필요이상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모예스와 에드 우드워드는 지난 시즌 우승을 했던 선수단이 거의 모두 그대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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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13/14 시즌
2013-14 시즌 준비를 자기 방식대로 마무리한 모예스호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시즌
시작 후 채 1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첫 달을 5 위로 마무리한 맨유는 이후 시즌이 끝날
때까지 6 개월간 빅 4 3 에 한번도 진입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맨유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많은 불명예스러운 기록[Exhibit 7]이 세워졌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전략, 선수 관리, 겨울
이적시장 실패 등이 꼽혔다.
전략/전술
전략 측면에서 모예스는 [Exhibit 8]에서 전 시즌에 비해 경기당 크로스와 롱패스 개수는
증가했으나 숏패스가 크게 줄어든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버튼 시절 주 전술인 롱패스 위주
역습 전략을 그대로 맨유에 장착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 전략/전술로 맨유 공중볼 경합 승리
횟수는 늘었으나 점유율, 패스성공률, 슈팅 개수들 승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표들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즌 초부터 보인 이러한 급진적 변화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상대 실수를 노려 승리를 잡아내는 축구를 하던 그가 과연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해야 하는
맨유에 어울리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압박했다.
선수들마저 모예스의 전술은 1 차원적 구시대 전술이라는 비판을 마지 않았다. 팀의 중심축이던
주전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Rio Ferdinand)는 은퇴 후 자서전 <#2Sides>를 통해 “모예스의
변화는 혼란과 부정적인 역할을 야기했다.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보다 패스 회수를 200 번 더
늘려라.”라는 모호한 전술 지도를 했다며 그의 역량 자체를 비난했다. 결국 시즌 말미 맨유는
상위 6 개팀을 상대로 1 승 3 무 8 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두고 만다. 이런 와중에도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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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 4 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주기 떄문에 4 위권 진입은 규모가 있는

프리미어리그 클럽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수정하지 않는 모예스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인터뷰가 있다. 퍼디난드는 2013 년 11 월 2 일
풀럼(Fulham)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우리는 82 개 크로스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현재 우리의 주된 전술인 크로스 위주 경기 운영은 당황스럽고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팀의 감독 펠릭스 마가트(Felix Margat)는
“맨유의 공격전술은 단순해 막아내기가 쉬웠다.”고 말했다. 결국 이렇게 맨유의 공격력은 급감해
2012-13 시즌 경기 당 2.26 골을 득점했지만 13-14 시즌에는 1.65 골에 그치고 만다.
선수 관리 및 선수단 장악
모예스의 선수관리 역시 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2012-13 시즌을 우승으로 마무리한 선수단을
이어받았지만 [Exhibit 9]에서 볼 수 있듯이 시즌 시작과 함께 불거진 주전 수비수들의 노쇠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축구 팀에서 수비진은 라인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구사하는 등 호흡을 생명으로 하는 4 백의 특성 상 오랫동안 발을 오래 맞춰온 선수들을
중용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체력과 순발력 등 신체 측면에서의 지표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통곡의 벽’이라 불리던 맨유의 중앙수비수 비디치퍼디난드 라인은 이미 2006-07 시즌 이후 6 년 이상 발을 맞춰온 상태였고 측면 수비수 역시
30 대가 넘어가며 급격히 폼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모예스의 선수 기용 문제도 성적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 모예스는 국가대항전을 마치고
돌아온 치차리토(Chicharito)의 경기력에 대해 더 분발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다.
퍼거슨 시대에 많은 골을 기록한 치차리토는 모예스 아래에서 저조한 득점을 보였고 치차리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에겐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며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시즌이 계속 될수록 모예스의 선수단 장악 능력의 의심마저
여기저기서 퍼져나갔다. 맨유는 1 월 2 일, 6 일, 8 일 3 경기 연속 패배의 수렁에 빠졌는데 이는
13 년만에 나온 충격적인 기록이었다. 가디언(Guardian)지는 “몇 몇 선수들이 3 연패 이후 모예스
감독의 자질여부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고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4 위에 진입하지 못할
것에 대한 선수들의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며 모예스 사단에서의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어수선한 팀의 분위기를 다잡고 기존 선수단과 화합을 주선해 줄 수 있는 대사로
임명했던 네빌, 긱스 코치 역시 기대했던 역할을 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다잡을 수 없었다. 네빌이 맨유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긴 하였지만, 선수들은 그가 모예스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긱스 역시 선수단에서도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처음 이적한 선수들이
대하기도 깐깐하여 화기애애한 분발을 기대했던 모예스 사단의 바람과는 달리 전술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있기도 하였다.
위기의 상황에서 유소년 팀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인 아드난 야누자이(Adnan Janujaz)이의
기용은 모예스에게 반전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여러 번
직접 구장을 찾아보듯 유소년 경기를 관찰하러 갔던 모예스는 원석인 야누자이를 발견하게 된다.

극도로 부진하던 측면 공격수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모예스는 전격적으로 19 살의 야누자이를
선발로 기용하였고, 그는 10 월 5 일 열린 선더랜드와의 경기에서 2 골 모두를 집어 넣으며 2:1
승리를 이끌며 EPL 첫 선발 경기에서 경기 MVP 로 선정되었다. 이후 그는 모예스의 총애를
받으며 27 경기에서 4 골 3 도움을 기록하며 데뷔 시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시즌을 보내게 되었다.
겨울이적시장 선수보강
겨울 이적시장 시작 시점인 1 월 1 일 맨유는 7 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반등이 필요했다.
전문가와 팬들은 맨유가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을 통해 전력 보강을 해야만 상위권 재도약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예스는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겨울 이적시장 보다 다음 여름
이적시장을 준비했다. 그는 “자금은 있지만 가치가 있는 선수에게 투자하는 것이 옳다”며 “당장
6 개월 이 아니라 6-7 년을 내다보고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예스 ‘유나이티드
리뷰(United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팬들이 새로운 선수를 원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1 월은 선수를 데려오기가 어려운 시간”이라며 “선수 관찰은 활발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겨울이적시장 동안 독일과 이탈리아 리그 경기에 선수를
관찰하는 모예스의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Exhibit 10]
그는 “현재 맨유가 저조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머리 속엔 확실한 길이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와있는지도 알고 있다”며 위기에도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급히
선수를 영입해 바로 효과를 내야 하는 겨울 이적시장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모예스의
생각이었다.

결국 겨울이적시장 마감을 15 일 앞두고 모예스는 구단 사상 최고 이적료인 3710 만

파운드(약 664 억원)에 첼시의 미드필더 후안 마타(Juan Mata)를 영입한다. 맨유에 영입된 것은
그뿐이었지만 이 기간 팀을 나간 선수는 무려 11 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 모예스는 “나는
마타와 같은 수준의 선수를 원한다, 그의 영입을 시작으로 새로운 선수들이 맨유에 합류할
것이고, 그 시간은 여름이 될 것”이라며 다가올 여름 이적시장서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리버 카이 타임즈 기자는 마타의 영입 이후 “그의 영입이 팀에 창의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겠지만, 팀 전체를 변화시키기에는 더 많은 영입이 필요하다. 영입은 시간과 상황에 쫓겨 급히
영입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하였다. 마타는 이적이 2 개월 지난 3 월, 잉글랜드 스포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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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플레이메이커)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적 시장과 종료 시점에서의 맨유의 순위는 7 위였고, 리그 7 위의
순위는 모예스가 경질되던 시점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겨울이적시장 이후
겨울 이적시장을 마치고 네빌 코치는 인터뷰를 통해 팀의 성적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우리는 피치 위에서 훈련했던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코칭 스탭들도 현재의

피치 위 퍼포먼스에 대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 패배하는 것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성적
부진을 만회를 다짐하였으나 성적에 큰 개선을 보이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 월 7 일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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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는데, 모예스가 선수단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2014 년 2 월 26 일 그리스 챔피언 올림피아코스(Olympiacos)와의 챔피언스리그 16 강 1 차전
은 모예스 경질의 신호탄으로 선수단의 반항과 모예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경기였다. 0-2 로
패배를 눈 앞에 앞두고 경기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대기심에게 항의하는 모예스를 보며 벤치에서
선수 중 일부는 “모예스 저놈을 퇴장시켜 버려! 없는게 나으니까.”라는 야유를 쏟아냈다. 또한
시즌 말 바이에른 뮌헨(Bayern Munchen)과의 챔피언스 리그 8 강 2 차전 원정을 패배해 4 강
진출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모예스는 조직 구성 방식을 다룬 짐 콜린스의 저서 ‘Good
to great’를 읽고 있었다. 이를 본 선수가 익명의 인터뷰에서 “왜 맨유 같은 대조직에 조직관리의
대가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라고 한 것이 모예스의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언론에 따르면 모예스의 경질이 다가올 때쯤, 찬밥 신세였던 3 명의 선수들은
벤치에서 감독이 언제 경질될지 내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모예스 시대의 종말
부임 초반 모예스 감독이 퍼거슨의 영광을 잇는 완벽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3 년 9 월 1 일 리버풀(Liverpool FC)에 1 대 0 으로 패하면서
모예스는 맨유에서 첫 패배를 맛보았다. 이로 인해 맨유는 잉글랜드 EPL 4 위 밖으로 밀려났고,
계속되는 고전으로 4 위권 재진입에 계속 실패하면서 그의 지도력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Exhibit 11] 이러한 우려는 12 월 에버튼(Everton FC)과 뉴캐슬(Newcastle United)에 첫
연패를 당하면서 현실이 되었고 모예스의 지도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듬해 1 월 2 일부터 23 일까지 이어진 충격의 3 연패는 이러한 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맨유는 역사상 처음으로 스완지 시티에 패하면서 잉글랜드 축구 협회 챌린지 컵(FA
Challenge Cup)에서 탈락했으며, 선더랜드(Sunderland)에 패하면서 캐피털 원 컵(Capital One
League Cup)에서도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지속적인 패배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리그의 등수에 팬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고, 모예스를
경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약팀이라고

평가되는

제기되기

그리스

시작한다.

모예스에

대한

올림피아코스(Olympiacos)와의

팬들의

불신은

챔피언스리그

원정

상대적으로
경기에서

패배하며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분노한 팬들은 모예스를 경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구단에 강하게 피력하고자 결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3 월 29 일에 ‘Wrong One-Moyes Out’이라는
배너를 단 경비행기를 구장 위에 띄우며 구단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Exhibit 12]
모예스의 지속적인 실패와 팬들로부터의 압박으로 인해 구단은 모예스의 경질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해왔으나,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했다. 또한, 구단의

의사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전임 감독이자 이사회 일원인 퍼거슨이 모예스 감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아 구단은 모예스 감독을 계속 기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013 년 10 월 2 일 미국 PBS 방송, 찰리 로즈(Charlie Rose) 쇼 대담 중
사회자: 당신은 아직 데이비드 모예스를 지지하는군요.
알렉스 퍼거슨: 당연하죠, 100% 지지합니다. 그리고 구단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게
구단의 위대한 점이죠. 그들은 감독을 지지할 것이고 그는 잘할 겁니다.
퍼거슨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4 월 9 일 맨유가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팀 바이에른 뮌헨(Bayern Munchen)에 패하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고 곧 이어 20 일 에버튼에 2:0 으로 패하면서 구단은 모예스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결국 구단은 모예스를 경질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하지만,
모예스 감독에게 경질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감독이 경질 될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그 결과 모예스 감독은 자신이 경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계약 기간이 약 5 년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구단과의 미팅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고 자신이 구단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경질은 4 월 22 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되었다. 선임 초반
명장 퍼거슨의 후계자로 환호를 받으며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한 모예스는 결국 부임 296 일 만에
경질되어 쓸쓸하게 경기장을 떠나게 되었다.
경질 후 모예스는 인터뷰를 통해 팬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아쉬움을 전했다.

“저는 챔피언스 리그 8 강까지 팀을 이끌어간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팬들의 걱정도 이해합니다. 변화 기간 동안의 성적과 결과는 맨유와
팬들에게 익숙한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태프진과
구단에게 첫날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즌 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팬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저는 당장 뭘 할지 알고 있고 여정을
계속하면서 변화할 것입니다. 아직 타월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모예스 감독의 경질에 대해 대부분의 맨유 팬들은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환영] 미러(Mirror)지의 설문조사 “Is it too harsh to sack David Moyes after only a
season in charge?”에 대해 약 66%가 ‘아니다’라는 답을 함.
[우려] “과거 퍼거슨조차 첫 우승까지 8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렵게
선정한 후계자 모예스에게 주어진 296 일의 시간은 너무 짧다” [Exhibit 13,14]

질문
1. 퍼거슨과 모예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맨유 감독 선임과정을 평가해보자면?
3. 모예스 임기 도중 발생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피드백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라 (1) 시즌 준비 중 (2) 시즌 도중
4. 맨유의 모예스 경질은 알맞은 선택인가?

[Exhibit 1] 유럽 축구리그 배경 지식
프리미어리그(English

Premier

League

:

EPL)

:

잉글랜드

프로축구 1 부 리그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와 함께 유럽 축구 4 대리그로 불린다. 20 개
팀이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승무패를 가리기에 한 시즌 당 한
팀은 38 경기를 치르며 승리에 3 점, 무승부에 1 점, 패배에
0 점을 부여해 승점 순으로 순위가 메겨지게 된다. 시즌은 보통
8 월에 시작해 이듬해 5 월에 끝난다. 시즌 후 1~4 위 팀에게
UEFA 챔피언스리그(Champions League) 출전권을 주며 5 위,
리그컵

및 FA

컵

우승팀은 UEFA 유로파리그(Europa League)에

나갈 수 있다. 승격 및 강등 제도가 있어 시즌을 마친 뒤 하위
3 개 팀이 2 부 리그로 내려가고 반대로 챔피언십 1, 2 위 팀과
3~6 위 팀간의 플레이오프 승자는 1 부 리그로 올라온다.
UEFA 챔피언스 리그(UEFA Champions League) :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아래

우승팀과

끼리

벌이는

상위팀들

유럽

각국의

축구대회로

프로축구리그
전세계

최고의

클럽을 가린다. 맨유는 ‘68, ‘99, ‘08 3 총회 우승했다.

FA 컵(Football Association Challenge Cup)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협회 축구 대회로서 800 팀이 넘는 잉글랜드 축구
협회에 속한 모든 팀이 단판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패를 가리는
대회다. 맨유는 80 년대 이후 ‘83, ‘85, ‘90, ‘94, ‘96, ‘99, ‘04 총 7 회
우승했다.
리그컵(Football League Capital One Cup) : 아마추어까지
출전하는 FA 컵과는 달리 EPL 20 팀에 나머지 프로 72 팀까지 총
92 팀이 단판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자를 가리는 대회, 컵 공식
스폰서의 이름을 명칭으로써 2012 년 부터 캐피탈 원 컵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맨유는 ’92, ‘06, ‘09, ‘10 총 4 회
우승했다.
커뮤니티 쉴드(Community Shield) : EP 우승 팀과 FA 컵 우승
팀끼리 단판으로 벌이는 일종의 슈퍼컵이지만 보통 친선경기로
생각해 그 가치는 낮게 여겨지기에 우승 퍼레이드 등도 생략한다.

[Exhibit 1.5] 모예스의 커뮤니티 실드 우승

[Exhibit 2] The Chosen One

[Exhibit 3] 데이비드 길과 에드 우드워드비교

[Exhibit 4] 알렉스 퍼거슨과 데이비드 모예스의 약력

[Exhibit 5] 동일한 포메이션(4-4-1-1)

[Exhibit 6] 2012-13 맨유 코치진 구성 변화
Alex Ferguson(12-13)
Mike Phelan
René Meulensteen

코치진
Assistant coach

Eric Steele
Tony Strudwick
René Meulensteen
Bill Beswick
Danny Keough
Jim Lawlor
Martin Ferguson
Jim Lawlor

Goalkeeping coach
Fitness coach
Technique coach
Mental coach
Youth coach
Chief analyzer
Scout

Rod Thornley
Richard Hawkins

Physiotherapist
Sports scientist

David William Moyes(13-14)
Phil Neville
Steve Round
Jimmy Lumsden
Chris Woods
Tony Strudwick
직위해제
팀닥터가 전담
Danny Keough
Jim Lawlor
Robbie Cooke
Jim Lawlor

Rod Thornley
Richard Hawkins

[Exhibit 7] 실패한 후계자 모예스가 세운 불명예 기록들

[Exhibit 8]

2009-2014 맨유 핵심지표 변화

시즌 평균

크로스

롱패스

숏패스

패스성공률

점유율

슈팅

2013/2014

27

62

447

84.3

55.7

14

15

2012/2013

25

59

471

85.7

56.2

15

14

2011/2012

27

66

478

85.3

57.7

17

8

2010/2011

27

68

441

81.3

56.3

16

13

2009/2010

31

66

453

80.3

58.1

18

11

[Exhibit 9] 2013-14 시즌 빅 4 및 맨유 주전수비수 7 인의 평균나이

헤딩 경합

1위 맨체스터 시티 / 27.6세
• 클리시, 콤페니, 자발레타, 레스콧, 데미첼리스, 콜라로프,
나스타시치

2위 리버풀 / 27.8세
• 존슨, 투레, 아게르, 사코, 시소코, 스크르텔, 플래나간

3위 첼시 / 28.4세
• 이바노비치, 테리, 케이힐, 아즈필리쿠에타, 다비드 루이즈,
애슐리 콜, 마티치

4위 아스날 / 26.1세
• 사나, 메르테사커, 베르마엘렌, 코시엘니, 몬레알, 젠킨슨,
깁스

7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 28.5세
• 하파엘, 에브라, 퍼디난드, 필존스, 에반스, 스몰링, 비디치

[Exhibit 10] 겨울 이적시장 중 다른 팀 경기를 관전하다 우연히 화면에 잡힌 모예스

[Exhibit 11] 13-14 시즌 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순위 변화

겨울이적시장

1/1~2/1

[Exhibit 12] Wrong One – Moyes out, 모예스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팬들의 항의

[Exhibit 13] 2001-14 시즌 맨유 경기 평균 피슈팅 대비 슈팅 비율 추이

[Exhibit 14] 겨울이적시장 영입 전후 맨유 기록 추이

겨울이적시장 (2014.1.26) 전 22 경기

겨을이적시장 (2014.1.26) 후 16 경기

평균 득점

1.63

1.75

평균 실점

1.23

1

순위

7위

7위

[Exhibit 15] 2013/1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기록

2013-2014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날짜

대회

상대팀

홈(H)

결과

비고

어웨이(A)

(맨유-상대)

(순위)

08-17-13

Primier League

Swansea City

A

4–1

1st

08-26-13

Primier League

Chelsea

H

0–0

4th

09-01-13

Primier League

Liverpool

A

0–1

7th

09-14-13

Primier League

Crystal Palace

H

2–0

5th

09-17-13

Champions League

Bayer Leverkusen

H

4–2

09-22-13

Primier League

Manchester City

A

1–4

09-25-13

League Cup Round 3

Liverpool

H

1–0

09-28-13

Primier League

West Bromwich Albion

H

1–2

10-02-13

Champions League

Shakhtar Donetsk

A

1–1

10-05-13

Primier League

Sunderland

A

2–1

9th

10-19-13

Primier League

Southampton

H

1–1

8th

10-23-13

Champions League

Real Sociedad

H

1–0

10-26-13

Primier League

10-29-13

League Cup Round 4

11-02-13

Primier League

11-05-13

Champions League

11-10-13
11-24-13
11-27-13

Champions League

12-01-13

Primier League

12-04-13

Primier League

12-07-13
12-10-13
12-15-13

Primier League

12-18-13

League Cup Round 5

12-21-13

Primier League

12-26-13
12-28-13

Stoke City

H

3–2

Norwich City

H

4–0

8th
12th

8th

Fulham

A

3–1

Real Sociedad

A

0–0

8th

Primier League

Arsenal

H

1–0

5th

Primier League

Cardiff City

A

2–2

6th

Bayer Leverkusen

A

5–0

Tottenham Hotspur

A

2–2

8th

Everton

H

0–1

9th

Primier League

Newcastle United

H

0–1

9th

Champions League

Shakhtar Donetsk

H

1–0

Aston Villa

A

3–0

8th

Stoke City

A

2–0

West Ham United

H

3–1

7th

Primier League

Hull City

A

3–2

7th

Primier League

Norwich City

A

1–0

6th

01-01-14

Primier League

Tottenham Hotspur

H

1–2

7th

01-05-14

FA CUP 3 라운드

Swansea City

H

1–2

01-07-14

League Cup4 강 1 차전

Sunderland

A

1–2

01-11-14

Primier League

Swansea City

H

2–0

7th

01-19-14

Primier League

Chelsea

A

1–3

7th

01-22-14

League Cup 4 강 2 차전

Sunderland

H

2–1 (a.e.t.)

승부차기

(1–2p)

패배

01-28-14

Primier League

Cardiff City

H

2–0

7th

02-01-14

Primier League

Stoke City

A

1–2

7th

02-09-14

Primier League

Fulham

H

2–2

7th

02-12-14

Primier League

Arsenal

A

0–0

7th

02-22-14

Primier League

Crystal Palace

A

2–0

7th

02-25-14

ChampionsLeague16 강 1 차

Olympiacos

A

0–2

03-08-14

Primier League

West Bromwich Albion

A

3–0

6th

03-16-14

Primier League

Liverpool

H

0–3

7th

03-19-14

ChampionsLeague16 강 2 차

Olympiacos

H

3–0

03-22-14

Primier League

West Ham United

A

2–0

7th

03-25-14

Primier League

Manchester City

H

0–3

7th

03-29-14

Primier League

Aston Villa

H

4–1

7th

04-01-14

Champions League 8 강 1 차

04-05-14

Primier League

04-09-14

Champions League 8 강 2 차

04-20-14

Primier League

04-26-14
05-03-14

Bayern Munich

H

1–1

Newcastle United

A

4–0

Bayern Munich

A

1–3

Everton

A

0–2

7th

Primier League

Norwich City

H

4–0

7th

Primier League

Sunderland

H

0–1

7th

05-06-14

Primier League

Hull City

H

3–1

7th

05-11-14

Primier League

Southampton

A

1–1

7th

6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