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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variety of different indices 
based upon the detailed data obtained through the computer input/analysis 
program developed recently.    
Through this new program, all the activities of players can be recorded 

on a real time basis and they can be analyzed statistically with different 
types of outputs. 
Therefore in this research, with the help of the database program, we 

will develop the indices for teamwork, goal making ability, offense/defense 
ability, individual player's contribution to the game, and various game 
related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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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체경기의 경기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수치에 의해서 평

가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Mosteller(1977)에 의하면 경기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인덱스 개발을 통해 항목별 비교를 

통하여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경기력의 향상

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스포츠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지도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평가, 발전되어 왔다. 즉, 경기력

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인덱스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경기력을 과학적

으로 진단하고 연구비교 하기보다는 몇몇 지도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왔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산업분야의 정보화 추세나 객관적 신용평가를 위한 Scoring Model에 대한 연

구가 금융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반면 야구나 농구를 제외한 스포츠분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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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는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Stefani(1987)에 의하면 단체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

해서는 팀 전술과 선수간의 협동심에 대한 세 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통계적 분

석이 행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테크니컬 리포트에 의해서 진단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단체경기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경기전체의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거의 시행되지 못하 다. 본 연구

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하여 계량적 접근방법이 시도되지 않았던 축구경기에 민대기

(2001)에 의해 최근 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덱스를 연구 개발하고자 한

다. 개발된 축구경기 분석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상의 축구경기장에 시간적, 공간적 

위치 표시가 가능토록 하 으며 패스, 어시스트, 샷 등의 상세한 경기기록이 선수와 

팀에 대하여 기록되도록 하 다. 또한 모든 자료의 구축은 경기장의 볼 중심의 선수 

움직임을 마우스로 추적함으로써 경기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구축이 가능해졌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축된 자료는 원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통계적분석이 가능하며, 

볼의 추적을 종합한 상자료 등의 실시간 제공이 가능토록 개발되었다. 즉, 시간적․

공간적 자료의 제한성을 극복한 실시간 자료입력 및 분석정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기능은 다른 구기종목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구경기장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Database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력, 골 결정력, 공수전환 능력, 개인기능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자료 뿐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인 경기의 변화과정을 실시

간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력 평가 인덱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Dobson(1995)에 의하면 축구 경기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인덱스개발 연구는 매

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축구에서는 선수의 종합적인 기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향후 선수선발과 연봉협상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스

포츠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스포츠 경기력 

관련 자료의 과학적 분석방법과 2차 자료 해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

견된다. 특히 21세기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한 향상된 축구의 관전문화와 세계화는 축

구 경기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포츠 정보의 디지털화

와 경기분석을 위하여 축구 경기력 입력시스템 개발과 자료분석방법, 그리고 축구경

기 승부예측모형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본 프로그램에 의한 인덱스의 개발시도는 매

우 가치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내용

Wright(1997)에 의한 팀의 경기력 평가를 위한 인덱스는 공수조직력, 골 결정력, 경

기의 주도권, 공수전환 속도, 팀 근성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을 설정

하여 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세부항목을 추출하고 범주 화 한다. 본 인덱스

개발 연구는 축구경기의 모든 상황을 기록, 구축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개발로 가능해 졌으며, 2차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프로축구경기와 

A급 국제축구경기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시험가동 보완하여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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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의 비교분석을 위한 다양한 인덱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덱스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볼 소유시간, 전체 패스횟수, 성공 패스횟수, 실패 

패스횟수, 오버래핑횟수, 어시스트에 준한 패스, 한번, 두 번, 세 번 연결된 패스, 선수

간의 팀워크, 동점골, 역전골, 코너킥의 득점도, 프리킥의 거리에 따른 득점도 등을 기

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의 모든 요소를 전반 3등분, 후반 3등분으로 세분화 측정하

여 90분간 게임의 흐름과 체력도, 근성도 등을 측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인덱스개발로 

팀의 경기력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2.2 연구수행 절차

1) 모든 상황의 자료화 

일반적인 수집방법은 보고자 하는 결과를 명시한 그 항목에 따라 수를 세어서 기록

하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는 input은 당연히 제한된 

output을 생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축구경기의 경기력, 조직력 등 외형적 비교가 아닌 

질적 비교를 위한 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경기내용을 볼 중심으로 기록화 

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한다.

 

2) 경기력에 미치는 요인을 누계 추가 

기존에 기록을 하던 항목, 즉 명확하게 정의 할 수 있는 골이나 코너킥 등에 세부

적인 내용 즉 시간별, 위치별 정보를 추가하고 아울러 공수의 가장 기본 단위인 패스

에 관한 기록을 추가하여 경기력이나 공․수 조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원이 되게 

한다. 축구경기는 길어야 100분이므로 경기내용을 초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축

구장의 위치 또한 가능한 세분화하여 모든 행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3) 요인별 Scoring 

앞의 항목에 선수11명의 등 번호를 추가하여 객체를 구별한다. 예를 들면 8번 선수

가 11번 선수에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전진, cross), 얼마만큼(길이), 어떻게(공중, 

땅볼) 패스가 잘, 잘못 됐는지를 기록하며, 골에 관계된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행위, 즉 결정적인, 샷, 유효 샷, 터무니없는 샷 등과 이에 따른 패스에도 가중치를 부

과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수량화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4) 팀 조직력 및 개인별 경기력 평점 모형 구안

앞서 지적한 자료가 수집되면 1회, 2회, 3회 이상 패스의 성공률로서 팀의 조직력을 

표시 할 수 있으며, 볼 접촉 횟수 또는 패스 받은 횟수로써 위치 선정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선수간의 이루어진 패스의 빈도수를 기록함으로써 선수간의 팀

워크, 세 한 패스 능력, 찬스 포착 능력 등을 엿 볼 수 있다. 슛에 대해서는 골 성공 

결과를 떠나 얼만 큼 먼 거리에서 어떻게 샷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자세

히 기록하여 골 결정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골키퍼에 대한 기록은 골

을 허용한 위치와 경우, 골을 선방한 위치와 경우를 각 각 기록하여 골키퍼의 장단점 

및 위기 대처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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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덱스의 개발 및 적용

앞서 언급한 민대기(2001)에 의한 축구경기 분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경기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 다. 또한 이

와 같이 개발된 인덱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과 폴란드, 한국과 독일의 경기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공격주도율

득점 시각
공격주도율(공격지역에서의 볼 접촉 회수의 비)

한국 폴란드

한국 25 63 37

한국 52 92 8

그림 1. 실시간 공격주도율 추이

 

<그림 1>은 통계학의 시계열분석과 같이 90분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 경기

의 주도권을 어느 팀이 소유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통계 치로 지난 5분간 상대편 

공격진 에서 일어난 전체패스의 개수를 센 다음 각 팀의 개수를 세어서 그 비율을 

100분 율로 표시한다. 볼을 소유한 각 팀의 시간을 측정하여 표시한 점유율과는 매우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점유율은 수비진 에서 볼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시간이 누적되기 때문에 승패나 경기력에 대한 상관도가 매우 낫은 편이

다. 이에 반해 상대편 진 에서 이루어진 패스의 비율로서 계산된 공격주도율은 그 

자체가 경기력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index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경기력이 

대등한 팀의 경우 득점을 허용한 팀은 실점을 만회하기 공격위주의 전술을 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폴란드전의 경우 한국의 두 번째 골로 불리해진 

폴란드의 공격이 가속화되면서 9:1 정도 던 주도율이 2:8정도로 폴란드가 앞서기 시

작했다.

  

2) 공격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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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분석은 통계학의 Level 커브를 응용한 것으로 기본적인 Idea는 경기장에서 이

루어진 모든 패스를 기록하면 공간의 활용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 활용도가 

집중된 지역을 추적하여 각 팀의 공수연결 통로를 밝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볼이 패스되어 움직이는 루트를 따라서 직선으로 표시해 보면 많은 직선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지역이 주요 공격 루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활용 도를 색의 밝기로 표시

하게 된다. 또한 그 지역에서 활동한 선수의 빈도수를 count하여 가장 빈도수가 많은 

선수를 함께 표기함으로써 누구에 의해서 어떤 유형의 공격과 수비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선수들의 활동범위를 나타내는 타원은 빈도수의 1/4 

percentile 3/4 percentile 점을 축으로 하여 그려졌다.    

 

그림 2. 2002년 월드컵 한국 - 폴란드 공수비교

<그림 2>에 따르면 한국은 오른쪽으로의 측면으로 송종국이 공격에 활발하게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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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김태 -홍명보-박지성-송종국-황선홍. 홍명보-김남일-유상철의 공격연결 

루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폴란드는 좌측 공격과 투톱, 올리사데베-주라브스키의 움

직임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2002년 월드컵 한국 - 독일 공수비교

<그림 3>의 한국의 움직임은 송종국-박지성-차두리 오른쪽 공격루트와 왼쪽의 김

태 -이 표-이천수의 두 가지의 명확한 공격루트를 나타내고 있다. 왼쪽에서는 이천

수의 움직임으로 측면 깊숙이 돌파를 시도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오른쪽의 차두

리 중앙의 황선홍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 반면 독일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

이고 활발한 공격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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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패스 연결도 

그림 4. 한국 주요패스 연결도

공격연결도(샷)-한국 개

김태 -이 표-이천수 3

송종국-박지성 2

김태 -이 표-이천수-차두리 2

최진철-이 표-이천수-차두리 1

이천수-이민성-박지성-송종국 1

박지성-차두리-송종국-이 표-이천수 1

김태 -이 표-이천수-박지성-설기현 1

표 1. 한국 공격 연결루트

그림 5. 독일 주요패스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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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연결도(샷)-독일 개

노이빌-보데 1

노이빌-하만 1

발락-클로세 1

슈나이더-라멜로프 1

슈나이더-노이빌 2

슈나이더-하만 2

프링스-하만 2

슈나이더-노이빌-클로세 1

프랑스-하만-클로세 1

프랑스-하만-슈나이더 1

링케-라멜로프-클로세 1

슈나이더-하만-보데 1

표 2. 독일 공격 연결루트

<그림 4>, <그림 5>는 팀 선수간 이루어진 전체의 패스 중 어떤 선수간에 가장 효

율적인 연결이 이루어 졌는가를 측정 할 수 있는 것으로 table에서 동일한 팀간에 연

결된 패스만을 선택한 다음 각각의 연결점을 분석하여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특정 선수에게 어떤 선수가 볼을 잘 배급했는가와 어떤 특정 선수가 다

른 선수와 원활한 볼 연결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주요패스 연결도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association rule을 이용한 것으로 장바구

니 안에 여러 개의 item이 한번에 구입된 것처럼 패스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경유

한 선수들을 모두 기록하여 동시에 구입된 item으로 간주하여 연관성의 규칙을 찾는 

것이다. <표1>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수들 간의 가장 활발한 조합을 찾아내기 위하여 

1단계로 11명의 한국선수 리스트를 작성 후 각 선수의 공격 연결 route에서 발생 빈

도수를 count후 살펴보면 김태  3, 이 표 5, 이천수 5, 박지성 4, 송종국 4, 차두리 

3, 설기현 1, 최진철 1등이 된다. 최소발생빈도 3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수를 제거 후 

가능한 2조합 후보를 작성 후 최소발생빈도 3을 만족하지 못한 조합을 보면 김태 -

이 표 3, 이 표-이천수 5, 박지성-송종국 3이 된다. 이런 과정으로 3조합 후보를 만

들어보면 김태 -이 표-이천수 조합이 3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는 공격 

패스 중 슛으로 연결된 것만 채택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공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을 찾을 수 있었다. 단체경기 중 축구나 핸드볼과 같이 여러 

명의 조합을 통한 어떤 특정한 사건의 발생의 경우 결과의 평가에만 집중 할 뿐 그 

과정이 scoring의 경우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체경기에서 선수간의 

팀워크은 경기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평가기록을 

누락한다면 우리는 경기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많은 유능한 정보를 잃게 되는 것이다.  

4) 골키퍼방어율

골키퍼 방어율은 골키퍼의 방어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상대팀이 시도한 슈팅 중에

서 유효 샷, 즉 골 문안으로 향한 샷 중에서 골키퍼가 세이브한 샷 수로 나타낸다. 계

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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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방어율=골키퍼세이브 샷 수 / 상대팀의 유효 샷 수

 5)득점가능지역으로 볼 투입 성공률

득점가능지역으로 볼 투입 성공률은 득점가능 지역 내에 볼을 투입시켰을 때 상대

편에 의해 차단되지 않고 우리편에 연결된 회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표 3>는 

경기장을 16개로 분할 득점가능지역으로의 볼 투입이 성공한 위치, 회수, 비율을 표시

하 으며, <그림 6>는 이를 다시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한국                                   폴란드 

 

표 3. 한․폴 득점가능지역으로 볼 투입 성공률 비교                      

 

그림 6. 볼 투입 성공률에 대한 그래픽 화면

6) 골 결정력

득점가능지역에 대한 분석은 경기력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팀의 경기력은 골을 얻기 위해 득점가능지역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득점가능지역에 볼을 투입하여 샷으로까지 연결한 것은 

골을 얻기 위한 공격전술의 마지막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같다. 골 결정력에 대하여 많

은 정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효샷수를 득점가능지역에 연결된 패스회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므로 발생 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포함하여 골 결정력을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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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은 경기장을 16개의 셀로 나누어 득점가능지역으로의 볼 투입이 샷으로까지 

연결된 위치와 회수를 표시하 으며, <그림 7>은 이를 다시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

게 나타낸 것이다.

                 한 국                                 폴란드

  

표 4. 득점가능지역에 볼을 투입하여 샷으로 연결된 회수 비교

 

그림 7. 샷으로 연결된 그래픽 화면

<표 4>과 <그림 7>에서 보면 득점가능지역으로 패스가 연결되어 샷으로까지 연결

된 위치는 전체6개 중 오른쪽 측면으로부터 연결된 것이 4개이다. 반면 폴란드는 중

앙에서 2개 좌, 우에서 각각 1개가 연결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는 야구나 골프와 같이 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종목에 비하여 정의가 

불분명한 단체경기 중 특히 통계수치가 없는 축구경기에서 측정을 할 수 없었던 선수 

볼 소유시간, 볼 터치 횟수, 정확하게 이루어진 패스횟수, 패스미스횟수 등을 측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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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여 팀의 경기력 측정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팀에 대하

여는 경기력을 표시할 수 있는 공수조직력, 공수전환능력, 볼 결정력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기록한 몇 개의 항목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경기장에서 볼을 

중심으로 발생한 모든 것을 기록함으로서 단순하게 몇 개의 항목만으로 경기력을 평

가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수치적인 평가를 가능케 하여, 경기 후 게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 다. 위와 같은 수량화된 경기내용을 기록 축적함으

로써 팀의 경기력 향상, 선수의 개별능력발전도, 팀 전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며, 향후 연구가 진행될 승부예측모형이나, 개인 평점산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축구종목에 대한 index개발은 유사한 운 방식인 핸드볼이나 필드하

키와 같은 종목에도 적용되어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2 결론

축구경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개발로 경기가 진행되는 

양 팀간의 축구 경기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인덱스의 개발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경기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인덱스를 개발하여 2002년 6월 한일월드컵의 한국 대 폴란드, 한국대 독일 경

기에 적용시켜보았다.

현재까지 개발된 축구 경기력 비교를 위한 인덱스는 공격주도율, 공수패턴, 골키퍼

방어율, 공격진 에서의 패스성공횟수, 득점가능지역으로의 볼 투입성공률, 골 결정력 

등이다.

이와 같은 인덱스는 경기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축구 경기력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 다양한 인덱스가 개발됨

으로써 더욱 세 한 경기력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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