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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축구선수의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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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의 경기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경기력은 경기 상

황에서 선수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체력， 기술， 전술， 심리 등 다양한 변

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선수의 경기력은 해당종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는데， 전문성 관점에서 선수가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장기간에 철저한 준비，

노력. 훈련을 통해 최상의 경기력을 지속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기력

관점은 전문성과 밀집히 연계되는데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전문성은 운동숙련 영역에

서 다루어지고 있다.

전문성 연구는 체스(Simon과 Chase , 1973) , 음악(Chase와 Ericsson , 198 1), 교육

(유정애， 2000)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식이나 사고과정， 행동 응을

탐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스포츠에서 숙련성은 숙련 선수의 수행 특성

을 이해하기 위해 숙련자와 초보자의 특성 비교를 바탕으로， 숙련자의 수행 회상을 기

반으로 한 패턴 재 인 패 러 다임 (pattern-recognition paradigm)과 숙련자의 운동 수행

지식에 집중한 지식기반 패러다임(knowledge -based paradigm)으로 양분된다.

초보자와 숙련자 1''1교(McPherson， 2000), 면접을 통한 숙련자의 특질 파악(McPherson

과 Thomas, 1989), 기능 수준에 따른 수행자의 특성(박승하， 2002) 등 인간의 운동 기

능 발달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운

동 발달을 주제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피험자의 상황에 따른 구두 진술이나 실험실 상

황의 연구리는 결과 중심의 형식적 제한에 부딪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운동 숙련은 운동 능력 발달의 결과를 의미하며 운동 발달을 위해서는 운동 기술 학

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 실행의 효율성 (Sparow와 Irizarry-Lopez, 1987)과 관련되

어 있는 운동 숙련을 촉진하기 위해 숙련자가 운동 기술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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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상하는 방법을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운동기술 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김 선진， 2000) .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 향상은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했

을 때 훈련 시간에 따른 훈련 성과라는 측면에서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간 300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훈련하면서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한

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스포츠계를 감안했을 때， 선수를 대상으로 한 훈련의 내용의

타당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력은 체력， 기술， 심리， 전술의 함수이다(Hiddink， 2002). 하지만 현재 국내 스포

츠계에서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과 기술 훈련에 치중해 훈련 프로그램을 구

성해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2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스포츠계에서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성적에 고무된 한국 축구계에서는 유소년 축구선수 훈련 프로그램에 체력과 기

술 외에 전술과 심리 (2002， 대한축구협회)요인을 강화하려는 프로그램을 구성함은 물

론， 국내 프로축구단에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심리학자를 고용(윤영길， 정

청희와 김정수， 2004)하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다. 하지만 이라한 변화는 지극히 제한

되어 있어 한국 축구계， 더 나아가 한국 스포츠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 축구계의 2002년 월드컵 성과를 다음 월드컵에서도 유지함은 물론 다른 스포츠

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며， 암서 지적한 훈련 내용의 타당

성 문제도 중요하다， 초·중·고·대학 등의 학원선수나 프로 유소년팀의 클럽선수가 성장

하는 양분은 훈련이다. 이라한 훈련의 내용을 구성하기 이전에 분명한 사실은 훈련 목

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수가 경기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훈련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목표는 숙련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좋은 축구선수가 갖추어야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수의 훈련 내용 역시 지도자의 개인적 경험을 전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상황이나 전술적 특수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력 구성 요소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 자질을 발현시키는 끈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축구선수의 훈련 목표인 숙련성， 즉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소년 선수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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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축구 경기력의 구성

축구 경기는 선수 개개인의 경기 운용이 팀의 경기 흐름을 결정하고 이러한 경기 흐

름이 다시 선수 개개인의 경기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날로그 방식의 흐름 중섬 경기

이다(윤영길， 2004). 따라서 흐름의 연속성은 중요하며 흐름이 깨지는 순간 축구에서

중시되는 균형을 잃게 된다. 이러한 흐름의 인식은 선수의 심리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행동적으로 발현되며 섬리적인 문제를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시키는 기제가 결국 흐름을

유지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축구 경기에서 흐름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을 규명한다면 경

기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구계에서는 축구의 경기력을 체력， 기술， 섬리 및 인지 요인의 복합함수(Hiddink，

2002)로 설명하고 있으나 축구계의 관점과는 다르게 학계에서는 인지 요인을 섬리 요

인의 일부로 인식하고 경기력을 체력， 기술， 심리 요인으로 설명하고 었다(김의수 외，

2000) 학계와 축구계의 혼란은 이론과 현장의 괴리에서 출발했다. 학계에서는 축구의

특성 중 경기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술운용 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한 반면，

축구계에서는 전술을 포함한 의사결정이나 종목지능 등의 요인을 심리 요인과는 다른

단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계와 축구계의 흔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심리 영역에

서 전술운용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되， 전술운용 능력을 섬려의 하위 영역이 아년

대등한 영역으로 자리매검하게 하는 것이 축구에 대한 이해를 섬화시켜 줄 것이다(윤영

길， 2004).

최큰 축구계에서는 선수의 경기력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체력과 기술을 전제 조

건으로 상정하던 관점과는 다므게 전술이해도를 축구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

로 상정하는 분위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체력과 기술을 강조하던 이전의 흐름과는

달리 전술이해도를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전술 변화의 영향이 크다. 최근 축구 전술에

서 압박은 전술운용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대두(Abt， Dickson과 Mummery, 1999)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압박을 위해서는 개인의 움직임보다 팀의 조직적 움직임이 강조되고

결과적으로 전술이해 능력은 중요성이 커진다. 또한 경기력 구성 요소의 영향력은 선수

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1 력 이나 기술의 비중이 연령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전술이해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된다.

축구 경기력을 다양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나 체력， 기술， 심리， 전술(김의수 외，

2000) 등은 축구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이들 요

소를 중십으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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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체력적 요구

축구 경기에서 선수는 90분 경기에서 보통 8-15뼈를 달린다(Bangsbo와 Michalsik,

1999). 또한 현대 축구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압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싸

움 역시 선수에게 중시되고 있다. 축구 경기를 위해 중시되는 체력요인은 연령이나 포

지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피드，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등 선

체적 능력과 체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Apor， 1988).

스피드는 경기 상황에서 짧은 거리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능력으로 공격진영에서

공을 드라블 할 때나 중립지역에 있는 공을 다툴 때 필요한 체력 요소이다.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킥이나 패스， 몽싸움 등에서 중요한 채

력 요소이다(Hrysomallis， Koski , Mscoy와 Wrigley, 1999). 지구력은 90분 동안 최소

한의 피로도에서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집중력 유지， 안정적 선수 기용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체력 요소이다. 민첩성은 동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좁은

공간에서 공을 다루거나 페인팅으로 상대를 따돌리는 상황에서 중시되는 체력 요소이다

(Dunbar, 1999).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범위로 경기 상황에서 선수가 동작을 원활히 수

행하게 해준다. 유연성은 몸의 움직염은 물론， 슈팅 등 강한 공을 찰 때나 몸싸움 등을

해야 할 때 중시되는 체력 요소이다.

축구에서 압박이 강조되기 전까지는 체력이나 기술이 경기력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최근 압박이 강화되면서 체력 요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세

계 축구계의 흐름에 잘 나타나는데 펠레나 마라도나처럼 체력이 바탕이 된 기술을 구사

하던 선수보다는 지단(Ziddan)처럼 전술이해도가 높은 선수가 각광받게 된 이유도 축구

에서 체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체력 조건은 경기를 신체적으로 풀어가는 능력보다 전술적 이

해도를 바탕으로 신체적 움직염을 최소화하고 선수 개인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수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인 체력은 전술이해도， 개인기술과 관계가 깊다. 이는 개인기술이 떨어지면 상대

적으로 동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움직임 효율이 저하되게 되고， 잔술이해도

가 낮으면 경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될 공간으로 움직인다거나 움직여야할 타이

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 같은 움직임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축구선수가 경기에서 경기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기술이나 전술적 요인의 영

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자체만으로도 선수의 경기력을 설병하는 변인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술과 전술적 움직임

은 폼을 통해 실재(實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구 경기에서 요구하는 체력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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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다면 몸싸움에 밀리지 않고 체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스피드， 민첩성， 유연성， 지구력 등 세부적인 체력 요소를 갖춘 선수가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라 할 수 있다.

N. 기술적 요구

현대 축구의 가장 큰 변화는 기술적 분화와 전술적 변화이다. 개인 기술에 주목해보

면 시설과 장비의 발달로 선수는 경기중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Barry와 Milburn , 1999). 축구장 시설의 변화는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FIFA에서 제한(FIFA， 2004)하고 있으며， 축구공이나 축구화 등의 장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 축구 경기에서 기술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프려킥에 의한 직접 득점

이 증가했다는 사실인데 카를로스(Carlos) y- 베컴 (Beckham)처럼 프리킥에 의한 직접

득점이 가능한 전문키커가 팀내 포진하고 있다. 사실 축구 경기에서 선수는 다양한 기

술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컨트롤， 패스， 킥， 헤딩， 드리블 등 공을 가진 상태에서 기

술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으며， 수비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을 갖지 않

은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요구되기도 한다(김의수 외， 2000) .

한국 축구계에서 기술 우위의 선수가 인정받아 왔으나 월드컵 이후 기술적인 선수보

다 전술적 이해력이 있는 선수가 선호되고 있다. 이는 수비의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나

타나는 개인 기술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암박이 심한 상황에서 개인이 공을 소유한

시간이 길어지면 압박이 강화되고， 결국 패스의 날카로움이나 개인 돌파 가능성이 떨어

진다. 이에 대한 기술로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전

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 기술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윤영길， 2004).

기술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구사하기 위해 컨트롤은 중요하다. 패스된 공

을 안정적으로 컨트롤 하면 공을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고，

시간적 여유는 안정된 플레이와 연결된다. 축구계에서 지적하는 공을 쉽게 찬다는 의미

속에는 공 보유능력이 좋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공을 쉽게 찬다는 의미 속에 공

을 키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최근 변화되고 있다. 즉， 공을 소유한 상

태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자선이 속한 팀 공격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수 개인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플레이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

현대 축구는 전적으로 패스게임이기 때문에 패싱 능력은 중요한 기술적 요인이다. 안

정적으로 컨트롤 한 공을 전개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패스(Si lva， 2002)인데 ， 패

스는 단순히 공을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패스된 공의 속도나 방향은 물론 공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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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패스를 받는 선수의 특성까지도 고려한 기술적인 패

스가 강조되고 있다.

현대 축구에서 중시되는 또 하나의 흐름은 포지션 전문화이다. 과거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터， 공격수 등으로 분화되던 포지션은 현대 축구에서 1번 골키퍼， 2, 3번 좌우측

수비， 4, 5번 중앙 수비수， 6번 수비형 미드필더， 7, 11번 좌우측 공격수 등 포지션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포지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도 다양화되고 았다CBurwitz，

1997).

기술이 지금의 추세대로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된다면 기술적 측면에서 프리킥이나

패싱 능력， 공간 침투는 중요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효율성 관점에서 본다면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가 움직일 때 더 자유로올 수 있고 자유로운 선수에게 공이 패스될

때 공격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장비의 발달은 공이나 축구화를 변화시

켜 보다 다양하고 빠른 구질의 공을 구사해야 경쟁력 있는 전문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패스나， 다양한 구질을 구사할 수 있

는 킥력 등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축구에서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성

이 커지게 될 것이다.

V. 섬리적 요구

측구계에서 축구 경기력에서 심리요인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 축구계에서 심리요인의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 축구계에서 지도자의 대부분은 선수를 길러내는 과정에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접근으로 선수를 지도해왔다. 즉， 훈련이나 경기에서 어린 선수가 지도자가 원

하는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체별(함정혜， 1997)과 꾸중

으로 선수를 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이는 선수가 성장해 성인 무대에서 성장해가는 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학원스포츠의 지도방식에 길들여진 선수들이 성인이 되어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지도자의 병령에 길들여졌던 선수가 성인

이 되어 지도자의 지시가 사라지면 경기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이러

한 문제는 K-라그에서 각 팀의 외국인 감독 부임 초기에 잘 나타난다(윤영길， 정청희와

김정수， 2004). 한국 선수들은 코칭스템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데 외국인 감똑은 선수

스스로 풀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로 인해 K-리그에서 텀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끔씩 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선수 개개인의 축구에 대한 자신감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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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유소년부터 지도자가 선수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의존성을 갖도록 지도해 선수들

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축구 선수의 경기력에 근성과 승부욕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았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근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향(김원배， 200 1)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근성

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선수가 어려

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행을 유지하는 기저에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

음과， 포기하지 않아 좋은 결과를 얻었던 과거 경험이 자리한다. 좋은 선수는 강한 큰성

이 내제되어 있다. 이는 유소년기를 거치며 학습되고 체화(體化)된 요인이다.

또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역시 중요하다(김병준， 2003). 훈련이나

체력 등 경기력관리를 비롯해 봄 관리， 생활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02월드컵 대표팀에서 고참선수는 자

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행동했었고， 신인선수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선수들의 존재가 4강의 결실을 맺는데

일조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선수 개안의 차원만을 고려했을 때도 자기관리를 잘한

선수는 30대 중반까지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팀이나 개인에게 있어 자기관

리의 중요성(이엄생， 2002)을 보여준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에 볼입해야 한다. 축구 경기가 90분 동안 쉽

없이 진행되고 한점으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사실과 수초의 짧은 시간에 득점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변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

다.

종합해보면 심리적인 요구는 자신감이나 자기관리 집중력 등이 바탕을 이루고 이러한

바탕 위에 동기적인 차원과 정신력의 상호작용으로 도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수 개인

의 성장 동력인 심리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섬과 적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2002년 월

드컵 이후로 부각되어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훈련프로그램

(김의수 외， 2002)이나 프로 축구팀에서 섬리 처치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VI. 전술적 요구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한 전술적인 요구는 크게 생각하는 플레이， 창의력， 판단력

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축구에서 생각하는 플레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고， 한국선수들은 생각 없이 축구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부하는 선수로 키우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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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대한축구협회， 1997)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닌다. 하지만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를 숙

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공부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의 학과 공부는 아니다. 학생

선수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학교의 학파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선수란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

이다.

공부하는 선수가 드물다는 지적에는 선수의 성장 환경이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지도

자의 냉소와 부정적 지도방법으로 유소년 선수의 대부분은 잘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기 위한 훈련에 익숙해있다. 학원스포츠에서 지도자의 체별은 섬

각한 수준인데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에서 지도자의 요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려

면 체벌을 감수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는 체별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발상을 포기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술맹 선수로 자라게 된다.

중·고등학교 시절 체벌이 심한 지도자에게서 자란 선수는 대학이나 실업， 프로에서 체

별하지 않는 지도자에게서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가도 멍하

니 뭔가 자극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또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도

태되는데 결국 선수의 전술적 이해도는 청소년기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히는 플레이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기 상황에서 선수가

끊염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이다. 이논 자선의 위치와 상대

방의 위치는 물론 우리팀 다른 선수의 위치， 섬지어 터치라인이나 심판의 위치까지도

끊임없이 확인한다. 바로 이것이 경기 상황을 읽어내는 눈이다. 또한 생각하는 플레이라

는 의미에는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이 오면 반응할 수 있는 선택안을 마

련하는 활동이다.

창의력은 생각하는 플레이에 기반을 두고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때 패스 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생각도 못했던 공간에 패스를 연결해 위협적인 공격 상황을 만들어 낸다거나，

오프사이드트랩을 뚫고 나가는 움직임들에서 볼 수 있으며， 축구에서의 창의력은 공간

지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간판단력은 매순간 전개되는 선택의 상황에서 효과적

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생각하는 플레이의 바탕에서 전개되는 활동이

다.

현대 축구에서 압박이 강화되면서 전술적 요구가 점차 중시되고 있다CAlbert， 2002).

체력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수는 압박이 강화되면 플레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 활용 능력이 중시되는데 전술 운용이 중시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팀의 공을 소유한 시간은 최대화하면서 선수 개인이 공을 소유한 시간을 최소화

하려는 방향으로 전술 적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패스의 전술적 활용이 중시되고 있

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전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수이기 위해서는 패스의 전술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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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는 생각하는 플레이의 바탕에 창의력

파 순간판단력을 갖춘 선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진술 활용 능력이 뛰

어난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와 지도자의 지도철학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

다.

VIT. 맺음말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 기술， 심리， 전술적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완벽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나오기는 어려

울 것이다. 경기력을 결정하는 체력， 기술， 심리， 전술 등의 네 요소를 고루 적당히 잘

해서는 좋은 축구선수로 성장하기 어렵다.

좋은 축구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신홍성， 1997).

그 과정에서 체력， 기술， 심리， 전술적 능력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에 근사하게 된

다. 따라서 선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선수 개개인의 장점은 중요한 평가 차원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평가는 축구 경기력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월드컵 대

표팀에 홍명보 선수가 합류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장에서의 리더 부재였다(홍명보，

2002). 결국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력， 기술， 섬리， 전술 등의 기본적인 자

질 중 부각되는 요소의 보유 여부이다.

또한 좋은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중요하다(Jacque， 2002). 선수의

성장기에 적절한 자극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중요하고， 성인 무

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채택하면서， 최대한의 경기

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을 부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

좋은 축구선수는 결국 유럽의 메이저 리그나 월드컵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이다.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에서 중시되는 장점 하나 이상을 갖고

태어나 체력， 기술， 섬리， 전술 등 축구에서 중시되는 제반 요인을 훈련을 통해 연마하

는 선수 중 자신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포메이션을 채용하고 포지션을 부여해주는

지도자를 만난 선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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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ualization on expert football player

Chung, Chung-he앙 . Yun, Young-GIl**

Players' perfonnance has been evaluated by multiplε factors. Sports perfonnance means

display of playεTS’ ability that is dεcided by interactions of various factors such as physical

strength, skills, strategies, psychology, and so on. Players’ pεrfonnance is described as the

professionalism of sports, which players are participating in. Players need to maintain thεir

peak perfonnance through long tenn preparation, efforts, and training to display their ability.

In order to maintain and εnlarge accomplishments of thε Korean football in 2002 Worldcup,

therlε shoud bε different approaches and consideration of thε validity of training contents.

Players in elementary, middlε， high school, and coliεge， or players in professional youth

clubs can bε improved by training.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 agrεement about the

conditions of good players, so players’ training contents are based on coachεs’ personal

expenεnc응s. This study was to examine expertise on training good football players--that is,

basic conditions of bεing good football players. As to the nεeds of physical strength in

football game, playεrs， who distribute physical strength efficiently and have speεd， agility,

flexibility, endurance, are possibly good football playεTS. In thc aspect of skill, the ability of

pass utilizing the space and that of kicks are critical in football perfonnance. Psychological

aspects are interactions of motivation and mental toughness based on self-confidence,

selεmanagεment， and concentration. After thε 2002 Wordcup, there has been consideration

for the necessiη and importance in psychological aspect of playεrs， which is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In the strategical aspεct， competitivε players who have creativity and

instant judgement based on thinking play. However, the reason that there is not outstanding

playεr has ability of utilizing stratεgiεs in Korεa is associated with coaches' philosophy in

coaching. Good football playεrs are those who display their abilities in European m갱or

league or Wor1dcup. In order to be a good playεT， players need to improve foundational

componεnts like physical stren양h， skills, psychology, and strategies by training. Moreovεr，

*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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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εrs should mεet coachεs who make them display their strengths and give them an

appropriate position to be a good play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