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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imed at interpreting the football talent development stages based on complexity 

theory. [Methods] The data for this study was gather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that 

were analyzed by thematic analysis. Literature review of the studies regarding complexity theory revealed the 

features of complexity theory and five football players participating in the K-league were interviewed. Gathered 

materials were analyzed by the thematic analysis. Initial codes and potential themes of football talent 

development stages, the conception and potential themes of the complexity theory were interpreted by 

metaphorical analysis. [Results]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were as follows: analysis frame of complexity theory 

were organized environment of complexity, feedback structure, self-organization, critical condition and emergent 

phenomenon. The football talent development stages, interpreted as a result of literature review, were divided 

into Potential Talents, Excellence based Talents Development, Footballizational Talents, Football to Takeoff and 

Personalization of Football Talents. The stages were specifically materialized as follows: Potential Talents was 

materialized into physical condition, physical activity preference and change of environment. Excellence based 

Talent Development was materialized into skill mastery, thoughts about football and relationship with significant 

others. Footballizational Talents was materilized into skill fractionation, football flow and growth experience. 

Football to Takeoff was materialized into overcoming crisis experience, performance scaffolding and performance 

takeoff. Personalization of Football Talents was materialized into manifestation of performance personalization, 

performance evolution, condition maintenance. [Conclusions] Football talent development stages, interpreted by 

means of complexity theory, were divided into Potential Talents stage, Excellence based Talent Development 

stage, Footballizational Talents stage, Football to Takeoff stage and Personalization of Football Talents stage. 

Utilization of this study as a fundamental resource of football talents development programs and as a means to 

understanding football talents development is looked forw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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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대한축구협회는 2014년부터 골든에이지 프로젝트를 제

도화해 축구선수의 재능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축구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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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발달에 대한 관심은 훈련프로그램 개발(Kim et al., 

2002), 선수 재능발달 훈련 프로그램 개발(KFA, 2014), 지

도자 교육 프로그램(KFA, 2019) 등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이어져 왔다. 여기에 아시아축구연맹(AFC)의 Elite Youth 

Scheme Programme, 국제축구연맹(FIFA)의 Grassroots 

Programme이나 Legends Programme이 진행되는 등 

축구재능발달은 축구계 공통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관심은 

축구재능과 축구재능발달 이해를 촉진하는 동시에 선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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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프로그램 풍부화에 기여해왔다.

축구선수의 재능발달은 인간 발달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인간 발달은 발달에 관여된 요소의 총체적 과정

(Chung, 2001)으로 개인의 내적 특성부터 문화까지 영향 

요인의 상호작용 양상(Ericsson et al., 1993; Song & 

Yoo, 2011)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Chung, 2004).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징이나 영향력 등에 따라 발

달과 발달과정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발달

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발달을 설명하는 방략의 차이로 이어

져 인지, 도덕성, 언어,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발달이나 발

달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교화되었다. 

발달 단계를 내용으로 하는 이론 체계는 해당 분야나 영

역의 발달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인

지발달이론(Piaget, 1936)에서는 인지발달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단계화해 인간

의 인지적 성숙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

지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아동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또한 도덕발달이론(Kohlberg, 1963)에서는 도

덕적 갈등 상황인 하인츠 딜레마(Heinz’s dilemma)의 해

결 방식을 통한 도덕발달 단계를 추론해 도덕발달 단계에 대

한 이해를 제공했으며, 심리사회발달이론(Erikson, 1964)

에서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였

다. 이러한 통찰은 발달 단계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

별요소와 요소 간 상호작용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재능발달 과정은 개인의 발달처럼 재능과 사회문화적 요

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Mills et al., 

2012; Orosz & Mezo, 2015). 이처럼 재능발달의 적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재능 구성 요소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은 

물론 재능발달 촉진 프로그램 등 재능발달 과정에 대한 전반

적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재능발달은 재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와 요소 간 상호작용(Phillips et al., 2010) 결과

이다. 인간의 재능은 특정 영역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발현된 성취(Gagné, 1985)로 재능의 발현에서 개인의 노

력이 중시된다(Gagné, 2004). 이처럼 재능은 개인이 보유

한 자원과 환경이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Sternberg, 1999). 

선수의 운동재능은 구성요소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이나 

불연속적인 과정(Abbott et al., 2005)을 거치면서 발달해

간다(Burgess & Naughton, 2010; Ericsson et al., 

1993). 이 과정에서 기술 전이가 일어나 선행 기술이 후행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Burgess & Naughton, 

2010; Helsen et al., 2000), 체력 등 일부 요인은 다른 재

능 요인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Yun & Lee, 2006). 이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은 재능을 촉진(Côté, 1999)하고, 열

정은 재능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Seong, 2009). 이처럼 재

능은 개인에 내재된 내적 자원(Renzulli, 2003; Yun, 

2011)이 외적 환경(Yun & Jeon, 2013)과 상호작용한 결

과로 발현된다.

한편, 축구는 맥락적 연속성이 중시되는 아날로그 종목으

로 재능발달에 개인의 내적 자원이나 외적 환경이 단계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다양한 요인이 발달에 매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포츠에 특화된 내생적 영재성이 1차 상전이

를 거쳐 축구에 특화된 재능으로, 축구에 특화된 재능은 2차 

상전이를 통해 자기화 단계로 발달된다(Shin et al., 2013). 

이러한 축구재능의 발달 과정에서 내적 자원이나 외적 환경

은 물론 가치나 평판(Yun, 2015), 팀의 가치, 동료와 상호작

용, 지도자 소통 등이 영향을 미친다(Yun & Kim, 2017).

축구재능발달에는 연령에 따른 심리적 발달과업이 존재

(Yun, 2013)하고, 기술이 불연속적으로 발달해 비선형성

(Abbott et al., 2005)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이 통합적

으로 반영되어 단계화나 상전이를 거치면서 불연속적으로 

발달한다(Shin et al., 2013). 뿐만 아니라 재능발달에 성장

이나 성숙으로 인한 효과(Phillips et al., 2010)나 훈련의 

영향(Burgess & Naughton, 2010)은 물론 개인을 둘러싼 

지도자나 주요타자 등의 외적 환경(Yun & Jeon, 2013) 등

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축구선수의 재능발달에서 나타나

는 복잡성, 불연속성, 상호작용 과정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면 축구재능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잡계이론(Complexity Theory)은 구성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의 설명(Gell-Mann, 1995), 창발현상

(Youn & Chai, 2005) 등 복잡함 속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을 기반으로 대상을 설명한다. 복잡계이론에서는 구성요소

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특정현상이 발현(Choi & Park, 

2007)되는 과정과 결과를 중시한다. 또한 대상의 설명 과정

에서 융통성과 개방성(Byun, 2011; Im & Park, 2012), 사

회현상의 비선형적 상호작용(Kim & Lee, 2007; Lee & 

Jang, 2004)이 반영된다. 동시에 복잡계이론은 복잡한 문제

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고(Youn & Chai, 2005),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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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를 반영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한다(Singer, 1995). 

복잡계이론에서는 대상의 설명을 위해 다음의 구성요소

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환경복잡성(Youn & Chai, 

2005)에서는 현상에 대해 초기의 작은 차이와 체계의 혼란 

자체를 반영한다. 이어지는 환류구조(Lee & Jang, 2004; 

Youn & Chai, 2005)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가 

축적된다. 다음 자기조직성(Byun, 2011; Youn & Chai, 

2005)에서는 체계의 구조가 형성된다. 임계조건(Im & 

Park, 2012)에서는 특정 사건과 결합하면서 비가역적 전환

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창발현상(Youn & Chai, 2005)

에서는 요소 간의 상호작용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에너

지 누적으로 발현된다. 

이처럼 복잡계이론에서는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따른 진

화 과정(Whitesides & Ismagilov, 1999)이나 구성요소 간 

간섭에 따른 패턴 형성과 패턴의 환류구조(Arthur, 1999)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복잡계이론은 학습과정의 단계

화(You, 2006), 사회현상의 변화 과정(Lee & Jang, 2004; 

Shim et al., 2002), 정책체제의 형성과정(Kim, 2009b), 패

션디자인 적용가능성(Im & Park, 2012) 등의 연구에서 비

선형성을 분석하는 틀로 도입되고 있다. 한편, 발달에서 개인

의 재능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는 비선형적(Abbott et al., 

2005; Phillips et al., 2010)으로 발현된다. 실제로 축구선

수의 재능발달 역시 복잡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비선형적

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어, 복잡계이론은 축구재능발달 단

계 이해에 분석 틀로 기능할 개연성이 있다. 

이상에 따라 본 연구는 복잡계이론을 통해 축구재능

발달 단계를 해석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첫

째, 복잡계이론의 이론 틀을 검토하여 축구재능발달 단

계의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둘째, 구성한 복잡계이론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축구재능발달 단계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가 축구재능발달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기여하

는 동시에, 축구계에서 진행하는 축구재능발달 프로그

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연구방법

자료제공자

본 연구에서는 K리그 선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

하였다. 자료제공자는 10년 이상 선수 경력, 프로축구구단

에 입단해 1년차 경기력 검증을 통과하면 2년차 계약이 진

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K리그에서 최소 두 시즌 이상, K리

그 경기 출장 경험 등 조건을 충족한 대상을 기준으로 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제공자의 구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Participant(ag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A(27)
· Playing 14years, K league 4years, 79matches
· 2008 University Challenge top Player
· 2011 Tryouts for K1, 2014 Playing K1 G-team 

K(25)
· Playing 18years, K league 2years, 37matches
· U-14, U-20 National Player
· 2013 Tryouts for K2, 2014 Playing K1 G-team 

W(26)
· Playing 16years, K league 4years, 82matches
· U-19, U-23 National Player 
· 2011 Tryouts for K1, 2014 Playing K1 S-team 

S(26)
· Playing 16years, K league 3years, 68matches
· 2009 U-20 National Player 
· 2012 Tryouts for K1, 2014 Playing K1 I-team 

H(27) · Playing 17years, K league 4years, 94matches
· 2011 Tryouts for K1, 2014 Playing K1 S-team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분석 틀로 복잡계이론

축구재능은 선수의 입문기를 출발로 재능을 구현하면서 

경기력 형성의 결과로 발달이 구체화된다. 이러한 재능발달

에는 발달과업은 물론 영향 요소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불연

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 영향요소 상호 간의 역

동적인 상호작용 반영은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

서는 축구재능발달 분석 틀로 복잡계이론을 활용하였다. 복

잡계이론의 분석 틀은 요인 간 상호작용, 불연속성, 시간의 

흐름, 에너지의 축적 등의 개념을 도입해 현상을 설명한다. 

현상의 설명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 순차적 단계 변화 구조, 

구성요소 간 융합적 상호작용 등의 계열이 구성된다(Byun, 

2011; Im & Park, 2012; Lee, 2014; Shim et al., 2002).

특정 현상의 발생이나 발생과정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

난다. 이러한 분야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잡계이론은 분야

를 아울러 보편적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물리학

에서는 초기조건과 시간의 방향, 요동, 복잡적응계, 공진화 

등이 분석 틀(Gell-Mann, 1995)로, 교육학에서는 초기조

건의 민감성, 혼돈의 가장자리, 자기조직화와 공진화, 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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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양의 환류가 분석 틀(You, 2006)로, 

정책분야에서는 사회현상의 비평형성, 비선형성, 공명의 

장, 나비효과와 끌개, 분기점, 양의 환류, 프랙탈, 공진화가 

분석 틀(Lee & Jang, 2004)로 활용되고 있다. 문헌연구 결

과 복잡계이론은 분야에 따라 분석 틀의 구조를 달리하고 있

으며, 연구별 분석 틀의 구체적 내용은 <Table 2>와 같다.

Reference Analysis frame

You (2006)
·sensitive dependency to initial ·edge of chaos 
·self-organization & coevolution ·emergence 
·fractal & self-similarity ·positive feedback

Im & Park 
(2012)

·sensitive dependency to initial ·non-linear & 
non-equilibrium ·instability/irregularity & 
irreversibility ·fractal & self-similarity ·dissipative 
structure & self-organization

Kim 
(2009a, 
2009b)

·self-organization ·sensitive dependency to initial ·path 
dependence ·coevolution ·emergence

Shim et al. 
(2002)

·resonace field ·bifurcation ·self-organization 
·coevolution

Gell-Mann 
(1995)

·intial condition & arrow of time ·fluctuation 
·complex adaptive system ·coevolution

Youn & Chai 
(2005)

·theory system of complexity ·chaos & strange attractor 
·fractal & self-similarity ·self-organization 
·critical phenomenon ·complex adaptive system

Abbott et al. 
(2005) ·non-linear ·dynamic ·pathways

Jeong & 
Park (1999)

·non-equilibrium ·non-linear ·positive feedback 
·dissipative structure ·self-organization 
·self-similarity & coevolution

Byun (2011) ·meaning of complexity ·self-organization ·emergence 
·attractor ·bifurcation ·coevolution

Lee & Jang 
(2004)

·non-equilibrium ·non-linear ·resonace field 
·butterfly effect & attractor ·bifurcation ·positive feedback 
·fractal ·coevolution

Table 2. Results of literature research

분야에 따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조건의 민감성, 비평형성, 양의 환류, 공진화, 자기조직

화, 분산구조, 임계점, 요동과 섭동, 창발, 자기유사성 등의 

개념은 분야에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계이론의 구성개념은 단계화, 발달과업, 재능요소의 상

호작용이나 영향력 등의 축구재능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제분석으로 잠재주제를 <Table 3>과 같이 도출하였다. 

Concepts Potential theme
sensitive dependency to initial / 

non-equilibrium 
environment of 

complexity 
positive feedback / coevolution feedback structure

self-organization / dissipative structure self-organizationity
critical point / fluctuation & perturbation critical condition

emergence / self-similarity emerge phenomenon

Table 3. Potential theme from thematic analysis

구체적으로 초기조건의 민감성과 비평형성은 환경복잡

성으로, 양의 환류와 공진화는 환류구조로, 자기조직화와 

분산구조는 자기조직성으로, 요동과 섭동, 임계점은 임계조

건으로, 창발과 자기유사성은 창발현상으로 구조화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축구재능발달의 분석 틀로 복잡계이론은 

<Fig 1>과 같이 요약된다. 분석 틀은 연구진과 축구전문가 

1인, 스포츠심리학박사 3인이 참가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복잡계이론의 개념 체계나 개념 간 상호작용, 축구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Fig 1>의 개념과 개념의 연결인 실선을 축

구재능발달의 분석 틀로 채택하였다.

Fig 1. Analysis frame for football talent development

조사도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하여 논문검색 포털에서 KISS와 RISS에서 

복잡계이론을 키워드로, Google scholar와 ebsco host에

서 Complexity theory를 키워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Fig 1> 복잡계이론 분석 틀의 구성개념과 

잠재주제를 토대로 축구선수 입문부터 현재까지의 단계를 

반영한 질문 주제를 <Table 4>와 같이 추출해 심층면담 가

이드라인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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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theme Theme Development 
stage

complexity of 
environment

motor neuron/ school record/ play & 
character/ started football

player 
introductory

feedback 
structure

improvement of physical & skills/ 
training strategy/ attitude & character/ 
training environment(parents, coach, 
peer) intensive 

training
self-

organizationity

know how/ competition strategy/ 
difference of training & competition/ 
growth experience

critical condition
limitation of physical/ find football 
enlightenment & opportunity/ 
overcoming crisis & opportunity

K league
debut

emerge 
phenomenon

change play pattern/ exposure your style 
& application/ applied play style/ 
performance maintain/ training 
environment

the present

Table 4. Interview guideline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심층면담, 결과분석, 결과창출 순으

로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복잡계이론의 내용 이해와 분석 틀을 도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연구 대상 문헌은 논문

검색 포털에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문헌을 토대로 복잡계

이론의 구성개념을 추출하고 구성개념의 내용을 기준으로 

잠재주제를 선정하였다. 잠재주제 선정에서는 내용의 단계

별 방향성과 구성개념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심층면담 가

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심층면담 단계에서 연구자는 자료제공자의 축구재능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자의 최근 세 

경기 영상을 시청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예비면담은 전화

로 진행하였다. 사전면담에서는 연구참여 동의를 확인하였

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제공자에게 연구 배경과 목

적을 설명하고 <Table 4>의 인터뷰 내용을 설명하여 심층

면담 전까지 숙고를 요청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자료제공

자의 숙소 인근 카페에서 서면동의서 작성, 결과의 익명성 

보장과 자유로운 연구철회를 설명, 녹취 동의를 구하였으

며, 심층면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축구선수를 시작한 시점부터 오늘까지 선수생

활을 회상하도록 하였으며, 55분-90분간 진행하였다.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면담이나 전화인터뷰로 자료를 보

완해 심층면담 녹취록을 제작하였다.

결과분석 단계에서는 심층면담 녹취록을 글2014에 전

사하였으며, 전사한 자료는 주제분석을 활용하여 초기코드

와 잠재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분석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

하였다. 우선 자료와 익숙해지기 단계에서는 복잡계이론과 

축구재능발달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심층면담 녹취록을 숙

독하였다. 초기코드생성 단계에서는 복잡계이론 구성개념 

단위 선정과 심층면담 녹취록을 분석하였다. 주제탐색 단계

에서는 초기코드를 잠재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주제검토 단

계에서는 잠재주제 선정 과정이나 적절성을 검토해 복잡계

이론의 분석 틀을 시각화하였다. 주제선정 단계에서는 구성

개념, 초기코드, 잠재주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창출 단계에서는 문헌연구의 복잡계이론 분석 틀을 

토대로 축구재능발달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결과 해석은 복

잡계이론의 구성개념과 축구재능발달의 초기코드를, 각각

의 잠재주제 단위를 해석하였으며, 해석과정에서 현상의 개

방성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연속성을 고려

(Youn & Chai, 2005)하였다. 축구재능발달 해석은 구성개

념 단위와 구성개념의 계열을 조직화(Byun, 2011; You, 

2006; Youn & Chai, 2005)해 분석할 수 있는 은유적 분석

을 활용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진과 스포츠심리학 박사 

3인, 축구전문가 1인 등 6인이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분석 틀 구성과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이론 분석 틀과 축구재능발달 구조

화에 주제분석(Braun & Clarke, 2006)을, 복잡계이론으

로 축구재능발달을 해석하기 위하여 은유적 분석(Youn & 

Chai, 2005)을 활용하였다. 

주제분석은 원자료의 패턴 도출을 목표로 추출된 자료의 

의미 분석 과정의 거시적 맥락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와 익숙해지기, 초기코드생성, 주제탐색, 주제검토, 주

제선정, 최종검토의 주제분석 6단계(Kwon, 2020; Shin et 

al., 2013)를 적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으로 도

출된 결과는 은유적 분석으로 해석하였다. 은유적 분석은 

거시적 변화의 패턴과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분석시기와 

변화주체를 시스템 관점에서 정리하는 방법이다(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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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 2005). 복잡계이론에서 은유적 분석은 무질서한 대

상이나 현상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

다(Kim, 2009b; Lee & Jang, 2004; Shim et al., 2002; 

You, 2006).

결과 및 논의

축구재능발달 단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복잡계이론의 분

석 틀을 토대로 수집한 축구재능발달 자료에 대한 은유적 분

석을 진행하였다. 복잡계이론의 구성개념과 잠재주제를 축

구재능발달 단계의 초기코드와 잠재주제로 해석한 결과, 축

구재능발달 단계는 잠재된재능 단계, 수월성기반재능계발 

단계, 축구화된재능 단계, 축구재능도약 단계, 축구재능자

기화 단계로 <Table 5>와 같이 구분된다.

Complexity theory Football talent development

Potential theme Concepts Initial code Potential theme

environment of 
complexity

sensitive 
dependency to 

initial

physical condition

potential talents
physical activity 

preference

non-
equilibrium change of environment

feedback 
structure

positive 
feedback

skill mastery
excellence based 

talents 
development

thought of football

coevolution relationship with 
significant others

self-
organizationity

self-
organization

skill fractionation

footballizational 
talents

football flow

dissipative 
structure growth experience

critical 
condition

fluctuation&
perturbation

overcoming crisis 
experience

football 
to takeoffperformance scaffolding

critical point performance takeoff

emerge
phenomenon

emergence
manifestation of 

performance 
personalization personalization 

of football 
talents 

self-similarity
performance evolution

condition maintenance

Table 5. Football talent development as a complexity theory

복잡계이론을 토대로 구분한 축구재능발달 단계의 구체

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환경복잡성; 잠재된재능 단계

환경복잡성은 초기조건민감성과 비평형성으로 구성된

다. 초기조건민감성은 초기의 혼돈이 결과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으로, 축구재능발달 초기인 운동 시작단계는 신

체조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신체조건에 따른 발달 

양상 차이를 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육상에서도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중장거리 쪽 체력을 요구하는 중

장거리를 했었고, 워낙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신경이 좋았기 때문에 

...(중략)...그 뒤에 축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A).

초기조건의 미묘한 차이는 결과 단계에 이르러 극명한 차

이로 나타나는데(Lozenz, 1972), 이는 스포츠재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재능은 재능발달 초기 신체활동을 선

호하는 성향으로 발현되는데, K는 신체활동 선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방과 후에도 친구 집에 가서 축구하고 놀았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축구를 했는데, ...(중략)...신기한 게 제가 축구교실을 안 나가

고 빼먹고 친구 집에서 놀 때도 축구를 하면서 놀았거든요(K).

신체조건을 기반으로 한 신체활동 선호는 재능발달 초기 

발현되는 특정 영역 선호(Bloom, 1985)에 해당한다. 신체

조건은 시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스포츠영재(Yun, 

2010)이지만, 재능발달 초기 미세한 차이는 발달의 완성기

에 이르면 확연하게 다른 결과(You, 2006)로 연결된다. 이

처럼 복잡계이론의 초기조건민감성은 축구재능발달 단계에

서 신체조건과 신체활동 선호로 해석된다.

비평형성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어 복잡성이 증가한 상

태로, 선수생활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

에 따른 평형성 붕괴와 연결된다. 선수생활 시작으로 인한 

환경의 격변을 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생님께서 축구 한번 하자고 하셔서 부모님이랑 상담하고 바로 시

작하게 되었죠. 상담이 끝나고 바로 부모님은 이불이랑 챙겨서 합숙

소 갈 준비를 다해주셨어요(S).

선수입문기 합숙생활은 보호자와 분리되면서 환경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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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초기조건의 차이는 이후 발생

하는 차이에서 나타나는 복잡성 증가(Im & Park, 2012)와 

체계에 혼란을 야기해 체계의 질서를 변화시킨다(Youn & 

Chai, 2005). 이처럼 복잡계이론의 비평형성은 축구재능

발달 단계에서 환경변화로 해석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환경복잡성의 초기조건민감성과 비평

형성은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신체조건, 신체활동 선호와 

환경변화로 해석된다. 또한 복잡계이론의 환경복잡성은 축

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운동에 적합한 신체조건과 신체활동

을 선호하는 경향이 축구에 적합한 환경과 결합되어 있는 잠

재된재능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환류구조; 수월성기반재능계발 단계

환류구조는 양의 환류와 공진화로 구성된다. 양의 환류

는 체계에 긍정적 에너지가 누적되는 과정으로, 이 단계는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누적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해

당한다. 훈련 누적에 따른 경기력 향상을 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윙백 볼 때는 크로스 연습 많이 했고, 미드필더 때는 슈팅 연습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훈련양이 진짜 많았거든요. 운동하

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다시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게 당

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S).

기술숙달은 재능발달과정(Weissensteiner et al., 

2009)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선수가 되기 위한 반복적 숙달 

과정(Kim, 2009a)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한 노력(Yun, 

2015)과정이다. 축구선수 성장 과정에서 노력하는 태도의 

의미를 K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항상 축구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중략)... 경기 중에 일어

나는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기 전에 그런 거를 동

작으로 막 해봐요(K).

축구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과 몰입은 궁극적으로 기술의 

학습능력(Yun, 2011)에 영향을 미치고, 축구 기술숙달 속

도가 빨라지면 축구에 몰입이 강해지는 선순환(You, 2006)

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복잡계이론의 양의 환류는 축구

재능발달 단계에서 기술숙달과 축구생각으로 해석된다.

공진화는 개체와 체계 사이의 보완성이 발생하는 구조로, 

축구선수는 성장 과정에서 동료와 경쟁하거나 의지하면서 

공생하게 된다. 선수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료와 공

생을 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팀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서

로 간에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서로 칭찬도 해주고...

(중략)...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어요(A).

선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물론 동료와 소통해

야 한다(Gould et al., 2002). 여기에 자기 자신과의 소통

(Yun, 2017)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소통을 통한 시

너지효과(Lee & Jang, 2004)에서 동료나 지도자의 영향은 

크다. 선수의 성장 과정에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W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더 다독여주고, 더 잘한다하면서 승패보다는 저희가 잘 할 수 있게, 

...(중략)... 저희가 느끼고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최고 존경하는 감독님이세요. 여태까지 계신분들 중에(W).

선수의 성장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지도자의 영향력은 막

대하다(Holt & Dunn, 2004). 동시에 지도자는 선수 경험

의 핵심적(Fraser-Thomas & Côté, 2009)경로이기도 하

다. 따라서 지도자와 신뢰를 형성해 성장하는 선수는 지도

자의 지지와 체계의 상호 보완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Shim 

et al., 2002)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복잡계이론의 공진화

는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주요타자와 관계로 해석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환류구조의 양의 환류와 공진화는 축구

재능발달 단계에서 기술숙달, 축구생각과 주요타자와의 관

계로 해석된다. 또한 복잡계이론의 환류구조는 축구재능발

달 단계에서 몰입한 기술숙달과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요

타자와 관계인 수월성기반재능계발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조직성; 축구화된재능 단계

자기조직성은 자기조직화와 분산구조로 구성된다. 자기

조직화는 체계에 에너지가 누적되면서 스스로 구조화되는 

특징으로, 이 단계에 이르면 축구선수가 축구를 위해 노력

한 성과가 경기력으로 발현되기 시작한다. 노력의 결과가 

경기력으로 발현되는 상황을 K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볼 컨트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머리를 쓰는 축구죠. 전에는 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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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 공이 올 때 주위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공이 왔을 때 이 수비가 예측하는 반대의 컨트롤이나 플레이

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K).

기술이 숙달되면 선수는 해당 종목에서 요구되는 보편적 

기술수준(Shin et al., 2013)을 내재화한다. 이러한 숙달된 

기술 조직화(Byun, 2011; Gell-Mann, 1995)과정에 이르

면 훈련은 물론 일상에서도 축구에 몰입한다. H는 축구몰입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비할 때 이걸 뭐 나는 맨투맨한테는 안 뚫려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운동할 때가 아니어도 수비할 때 생각이 들어 뭘 해도 

항상 뚫리지 않으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H).

축구선수의 몰입은 목표의식과 결합되어 기술분화를 거

치면서 축구환경에 적응해 두각을 나타낸다(Shin et al., 

2013). 이처럼 복잡계이론의 자기조직화는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기술분화와 축구몰입으로 해석된다.

분산구조는 체계에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형

성되는 구조로, 이 단계에 이르면 축구선수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한다. 선수로 성장하는 과

정을 W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갔던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제가 경험

하지 못한 수준 높은 축구를 많이 했었죠. ...(중략)... 함께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 저도 자신감 붙고 했던 거 같아요. 그게 계기가 컸어

요(W).

선수의 성장 환경은 다양한데 특히 선수의 경기나 도약 

경험(Yun & Jeon, 2013)은 선수의 질적 성장과 연결된다. 

동시에 선수의 성취 경험(Connaughton et al., 2010)은 

외부의 에너지 유입으로 인한 불연속적 성장(Youn & 

Chai, 2005)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운동발

달의 비선형성(Kim, 2013)을 보여준다. 이처럼 복잡계이

론의 분산구조는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성장경험으로 해

석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기조직성의 자기조직화와 분산구조

는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기술분화, 축구몰입과 성장경험

으로 해석된다. 또한 복잡계이론의 자기조직성은 축구재능

발달 단계에서 축구에 몰입한 기술분화를 기반으로 선수로

서 성장하는 축구화된재능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임계조건; 축구재능도약 단계

임계조건은 요동과 섭동, 임계점으로 구성된다. 요동과 

섭동은 체계 내외부의 급격한 에너지 변화로, 이 단계에 이

르면 축구선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

게 되고 이를 극복한다. A는 위기 극복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위기에서도 멘탈에서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잘 버텨줘서...(중략)...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되게 정말 힘들었는데, 오뚜기죠. 오뚜기 

정신, 넘어져도 일어나고 어떻게든 버텨내겠다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니 위기가 끝나 있었어요(A).

선수는 역경을 극복하면서 극복한 역경의 크기만큼 성장

한다(Kim & Yun, 2016). 선수에게 급격한 위험은 체계의 

급격한 요동이며, 이러한 요동은 에너지의 누적 결과이다

(Abbott et al., 2005). 이러한 역경에서 주요타자의 지지

는 적응적 태도 형성에 촉매가 되기도 한다(Kim & Yun, 

2016). 환경적응 과정에서 주요타자의 영향을 W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독님 바뀌시고 되게 힘든 것도 막 되게 힘들게 운동을 시키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맞았던 거 같아요. 힘들어도 

선수 몸 관리가 몸 상태가 끌어올라오니까 저한테는 O감독님이 계

시면서부터 제가 또 많이 성장했죠(W).

내부의 안정성은 내·외부의 요동으로 붕괴되고, 이러한 

붕괴가 섭동(Whitesides & Ismagilov, 1999)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섭동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의 역동성

으로, 체계에 에너지가 누적되어 에너지 균형의 급격한 변

화 순간(Youn & Chai, 2005)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서 선수의 경기력은 불연속적 도약인 비계를 경험한다. 이

처럼 복잡계이론의 요동과 섭동은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위기극복경험과 비계환경으로 해석된다.

임계점은 체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특정현상이 발

현되는 특이점으로, 이 단계에 이르면 선수의 경기력은 특

이점을 지나면서 급격한 도약을 이룬다. 선수로 경기력 특

이점 도달 경험을 H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기를 꾸준히 뛰다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차분해야 될 상황에서 차분해도 되더라구요. ...(중략)... 상대가 모

두 보이고, 잡고 보고 줘도 되고, 그렇게 해도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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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할 수 있더라구요. 그리고는 완전 자신이 생겼어요(H).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축구 시작 시점부터 

특이점 직전까지 에너지로 누적되어 체계의 불안정성

(Ruelle & Takens, 1971)이 극대화된 상태이다. 누적된 

에너지는 임계점에 이르면 경기력 상전이(Shin et al., 

2013)로 나타난다. 이처럼 복잡계이론의 임계점은 축구재

능발달 단계에서 경기력 도약으로 해석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임계조건의 요동과 섭동, 임계점은 축

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위기극복경험, 비계환경과 경기력 도

약으로 해석된다. 또한 복잡계이론의 임계조건은 축구재능

발달 단계에서 위기 경험과 극복을 통한 특이점에서 축구재

능의 우화(羽化)인 축구재능도약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창발현상; 축구재능자기화 단계

창발현상은 창발과 자기유사성으로 구성된다. 창발은 구

성요인의 시너지가 산출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단계에 

이르면 임계점을 지나면서 나타난 자신에 특화된 축구재능

이 안정적으로 발현된다. 자기화 된 경기력의 의미를 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 별명이 뭔 줄 알아요? 파워레인저예요. ...(중략)... 사람들이 나

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인가, 나만이 가지는 다른 선수와 완전히 차

별화되는 그거잖아요. 볼 이쁘게 차는(A).

선수의 자기화(Shin et al., 2013)된 경기력은 성장 과정

이 누적된 결과의 특수성이다. 이처럼 다른 대상과 차별화

되는 특수성과 특수성 기반의 산출물은 창발에 해당한다

(Kim, 2009a). 이처럼 복잡계이론의 창발은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경기력 자기화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자기유사성은 프랙탈 구조의 반복적 발생으로, 이 단계

에 이르면 선수는 창발을 통해 나타난 자기화 된 경기력을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발현한다. 경기력 자기화의 발현 의미

를 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대팀 마다 다르게 플레이해요. 투톱인 경우에는 사이에서 조율하

면서 도와주고, 원톱일 경우에는 앞에 나가서 미리 패스가 못 들어

오게 차단해요. 상대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요. 이렇게 해야 

경기를 할 수 있어요(S).

선수의 경기 적응 과정은 실천지능(Yun, 2009)의 발현

과 기복 없는 경기력 측면에서 자기유사성(Lee & Jang, 

2004)으로 연결되어 경기력 진화가 나타난다. 자기유사성

은 유사한 패턴의 자기 반복적 발현 구조(Im & Park, 

2012)이다. 안정적 경기력 발현을 위한 적응과 기복 없는 

플레이를 H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멘탈 관리를 많이 해요. 내가 조금 어디가 불편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좋아도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복이 줄어요...(중

략)... 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몸에 베어 있는 거 같아요(H).

컨디션은 본질적으로 자기지각(Yun, 2017)이다. 이는 

자신이 바라본 자신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지만 지각의 결과

가 다시 지각으로 환류되는 자기반복 구조를 띠고 있다. 자

기유사성에 이르면 자신의 컨디션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복잡계이론의 자기유사성은 축구

재능발달 단계에서 경기력 진화와 컨디션 자기조절로 해석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창발현상의 창발과 자기유사성은 축구

재능발달 단계에서 경기력 자기화의 발현, 경기력 진화와 

컨디션 자기조절로 해석된다. 또한 복잡계이론의 창발현상

은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자기화를 기반으로 진화된 경기

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축구재능자기화 단계로 설

명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복잡계이론을 기반으로 축구재능발달을 해석한 본 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계이론를 주제로 한 연구를 토대로 잠재주제

를 도출하여 복잡계이론의 분석 틀을 추출하였다. 분석 틀 

도출 과정에서 복잡계이론 특징 중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흐름, 순차적 발달과정, 구성요소 상호 간

의 융합적 과정의 반영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복잡계이론과 

축구재능발달 단계의 특징을 종합한 결과 잠재주제로 환경

복잡성, 환류구조, 자기조직성, 임계조건, 창발현상을 선정

하였다. 이를 토대로 축구재능발달 단계 해석을 위한 분석 

틀을 구조화하였다.

둘째, 복잡계이론의 분석 틀인 잠재주제와 구성개념으로 

축구재능발달 단계를 해석하였다. 복잡계이론의 잠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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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복잡성은 잠재된재능 단계, 환류구조는 수월성기반

재능계발 단계, 자기조직성은 축구화된재능 단계, 임계조건

은 축구재능도약 단계, 창발현상은 축구재능자기화 단계로 

해석하였다. 복잡계이론의 구성개념은 축구재능발달 단계

의 초기코드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환경복잡성의 초기조

건민감성과 비평형성은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신체조건과 

신체활동 선호, 환경변화이다. 환류구조의 양의 환류와 공

진화는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축구생각과 기술숙달, 주요

타자와의 관계이다. 자기조직성의 자기조직화와 분산구조

는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기술분화와 축구몰입, 성장경험

이다. 임계조건의 요동과섭동, 임계점은 축구재능발달 단계

에서 위기극복경험과 비계환경, 경기력 도약이다. 창발현상

의 창발과 자기유사성은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경기력 자

기화의 발현, 경기력 진화와 컨디션 자기조절이다.

셋째, 축구재능은 잠재된재능, 수월성기반재능계발, 축구

화된재능, 축구재능도약, 축구재능자기화까지 단계를 거치

면서 발달한다. 축구재능발달 단계는 <Fig 2>로 요약된다.

Fig 2. Football talent development stages

축구재능발달 단계에서 잠재된재능 단계는 운동에 적합

한 신체조건과 신체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에 축구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가 결합된 상태이다. 이어지는 수월성기반재

능계발 단계는 주요타자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축구

에 몰입해 경기력을 숙달시키게 된다. 축구화된재능 단계에

서는 축구에 몰입한 기술분화를 기반으로 선수로 성장을 경

험한다. 축구재능도약 단계에서는 위기 경험과 극복을 통한 

특이점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축구재능자기화 단계에서

는 자기화를 기반으로 진화된 경기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

절할 수 있게 된다.

연구 결과와 연구 진행 과정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축구재능발달 단계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필요하

다. 발달의 단계에 대한 이해는 발달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적 이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하여 

축구재능발달 단계를 설명하였다. 복잡계이론은 축구재능

발달 단계는 물론 다른 종목의 재능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틀

로 활용이 기대된다. 복잡계이론은 스포츠심리학 연구에서 

익숙하지 않은 주제로, 축구재능발달 설명을 토대로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스포츠 재능발달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발굴하고 이를 스포츠 재능발달 단계 

설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기대한다. 동시에 복잡계이론

의 구조를 활용한 스포츠 재능발달 단계를 주제로 한 후속연

구를 기대해본다.

둘째, 축구재능발달 단계별 특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축구재능발달 분석 틀로 복잡계이론을 

도입하여 축구재능발달의 단계를 잠재된재능, 수월성기반

재능계발, 축구화된재능, 축구재능도약, 축구재능자기화로 

구획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재능발달 단계(Ericsson et 

al., 1993; Shin et al., 2013), 축구재능발달과업(Yun, 

2013) 등은 발달 단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축구재능발

달 단계별 구체적 특징, 각 다른 단계와 차별화되는 각 단계

의 특수성은 물론 다른 발달단계 이론과 비교를 통한 축구재

능발달 단계 검토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축구재능발

달 단계별 발달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진행된다면, 

축구선수 발달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

용이 기대된다.

셋째, 축구선수재능발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이다. 대

한축구협회나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에서 유소년

을 위한 축구재능발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이 지속되

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유소년 축구재능 발달 촉진

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은 다양화되었다. 반면 개별 프로그

램 중심으로 재능발달 논의가 진행되어 발달과 발달 단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축구선수의 

재능발달 단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 기반의 개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적용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본 연구가 축구재능발달 단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기여

하는 동시에, 축구계의 축구재능발달 프로그램 개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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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이론 관점에서 본 축구재능발달 단계

강지훈1, 윤영길2

1한국체육대학교 박사과정
2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목적] 본 연구는 복잡계이론을 토대로 축구재능발달 단계를 해석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복잡계이론을 주제로 한 연구를 대상으로 

복잡계이론의 특징을 추출하였으며, K리그 선수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

분석을 진행하였다. 축구재능발달의 초기코드와 잠재주제, 복잡계이론의 구성개념과 잠재주제는 은유적 분석

으로 해석하였다. [결과] 문헌연구 결과 복잡계이론의 분석 틀은 환경복잡성, 환류구조, 자기조직성, 임계조건, 

창발현상으로 구성되었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축구재능발달 단계를 해석하여 축구재능발달 단계를 잠재된재

능, 수월성기반재능계발, 축구화된재능, 축구재능도약, 축구재능자기화 단계로 구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

된재능 단계는 신체조건, 신체활동 선호와 환경변화로, 수월성기반재능계발 단계는 기술숙달, 축구생각과 주

요타자와의 관계로, 축구화된재능 단계는 기술분화, 축구몰입과 성장경험으로, 축구재능도약 단계는 위기극복

경험, 비계환경과 경기력 도약으로, 축구재능자기화 단계는 경기력 자기화의 발현, 경기력 진화와 컨디션 자기

조절로 구체화하였다. [결론] 복잡계이론을 토대로 해석한 축구재능발달 단계는 잠재된재능 단계, 수월성기반

재능계발 단계, 축구화된재능 단계, 축구재능도약 단계, 축구재능자기화 단계로 구분된다. 본 연구가 축구재능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축구재능발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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