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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축구 경기로 형성된 계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향력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선수 개인이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만큼의 정량  역량을 지니며 에 기여하는지와 선수들과 포지션 상호간의 계 

네트워크가 감독의 술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반 에는 감독의 술에 따라 공격과 수

비수의 네트워크 심성이 고르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각 선수들이 포지션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한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선수들 간의 네트워크가 유기 으로 이루어져 경기를 리드하고 선순환 인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후반  반에는 반 에 비해 특정 선수에게 지나치게 네트

워크 심이 치우치는 양상을 보이며 원활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감독의 한 선수교

체와 과감한 술의 변화로 이러한 편향 인 구조를 벗어나 선수들 간의 네트워크 균형을 안정화 시키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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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iscover the most influential player in the network of Soccer game and 

how individual players contribute within the team with quantitative capabilities they possess. It 

also examined whether or not the network of relationship between players and the coach’s tactics 

were in harmony. The results showed high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the network between 

offenders and defenders according to tactics of the coach during the first half. It can be said that 

each players fulfilled their role and formed a network within them to lead the game and form 

a virtuous network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overall network of the team was focused 

on a specific player during the second half. But the coach’s appropriate use of substitutes and 

change in tactics stabilized the network balance between the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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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에서 국가기 을 비롯한 기업, 모든 사회의 

구성체에는 원활한 업무 진행과 사업의 효율을 극 화

하기 하여 그 상황에 합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이

를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체계의 유기 인 계

를 통하여 업을 이루고 이 게 이루어진 업을 통하

여 업무 효율을 극 화 시킨다. 이러한 조직의 내부의 

구성원들은 상호 간의 긴 한 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

는 사회  네트워크 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사

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개념은 사회학에서 개

인, 집단, 사회의 계를 네트워크로 악하는 개념이다

[1]. 재 사회 네트워크 이론은 경제, 인문, 사회, 공학, 

웹 사이언스를 비롯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용 가능한 분야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한 네트워

크는 노드라 불리는 구성요소( )와 그들 사이의 상호

계를 링크(연결선)로 단순화한 것으로, 최근 바라바

시 등의 인터넷, 단백질, 사산물의 척도 없는 네트워

크(Scale-Free-Network)의 연구로 이어져 왔다[2]. 이

러한 사회 네트워크의 계를 규명하기 해서는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구와 어떠

한 계를 맺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강도만큼 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구

성원들 간의 행 가 사회 네트워크 연결망을 이루게 되

고 상호간의 계가 조직의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

게 된다. 이 듯 사회 네트워크 이론은 객체와 객체 사

이의 형성된 상호 계를 통한 구조  으로 문제를 

근한다.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 이론은 스포츠 분야에 응용하

여 용이 가능하다. 스포츠 한 고유의 특성을 갖는 

집단들이 존재함에 따라 그 속에 내재하는 특성을 발견

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사회 네트워

크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 특히 축구경기는 선수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끈임 

없는 상호 계를 통하여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구는 업 인 네트워크의 축소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재 국내에 축구와 사회 네트

워크 이론을 목한 연구는 황희지(2013)와 최 화

(2012), 최승배(2011)의 연구가 표 이다. 이들 연구

는 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축구 경

기의 네트워크 구조  특성을 살펴보고 네트워크의 

심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를 탐색‧발굴하고 이들의 역

량을 시각화. 정량화 하는 등 다양한 시각의 네트워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축구경기

에 용하여 선수 개인과 개인, 혹은 선수 개인과 집단

의 네트워크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면 으로 직  보이지 않았던 경기내의 피드백 

구조와 상호 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조를 악할 수 있

다. 연구의 상  범 는 지난 2015년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 한국과 호주의 결승 을 선정하 으며, 이를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용하여 축구 경기로 형

성된 계 네트워크의 구조를 고찰하고 네트워크 내에

서 가장 향력 있는 선수는 구인지를 악한다. 그

와 동시에 선수 각 개인이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정

량  역량 도출하고. 선수들 상호간 혹은 포지션 간의 

계 네트워크가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구조의 가시화와 선수 개개인의 정량 인 

역량만을 주로 다루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주요한 

술의 변화와 선수교체가 있을 때 마다 네트워크 분석을 

각각 순차 으로 진행하여 입체 인 연구가 가능하도

록 하 다. 그리고 선수간의 네트워크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포지션 상호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추가 으로 실

시하여 연구의 다양한 근이 가능하도록 하 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표 축구경기 네트워크 내에서

의 각 선수들이 가지는 상과 치, 한 각 선수들의 

의 기여정도와 의 경기운용의 한 이해를 높여 축

구 국가 표 이 원하는 소정의 성과를 이루는데 정책

 제언을 함에 연구의 목 을 둔다.

2. 연구의 의의
재 축구와 같은  경기를 평가할 때 주로 선수 각 

개인의 일정 성과만을 정량 으로 나타내어 단편 이

고 결과론 인 평가들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

지만 이러한 상호간의 계를 바탕으로 한  경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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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구조를 감안하 을 때 각 선수들의 정략  성과

만을 가지고 체 경기를 온 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선수 각 개인뿐 만 아니라  체를 평가할 수 있는 새

로운 안과 근이 필요한 시 에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하여 이러한 기존의  경기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했다는데 본 연구 의의를 둔다. 이를 통해서 축구 

경기의 선수 개인뿐 만 아니라  체 운용의 객

인 평가와 경기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차후 경기

에 필요한 술‧ 략을 수립하고  경기운 의 균형

과 조화를 맞추는데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 한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각  받

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아직은 그 시도가 낯선 

스포츠과학 분야에 응용하고  그에 따른 발  가능성

을 제시한다는 에 학문  의미를 가진다.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연구의 범 는 2015년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 결승

, 한국과 호주의 반 과 후반  그리고 연장  ·

후반 경기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네트워크 분

석 도구로 (주)사이람에서 개발한 Netminer 3.0을 활용

하 다. Netminer 3.0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과 련된 분석 모델, 시각화 기법들

을 구 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시각화 결과

물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네트워크 련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

산 로그램이다[4]. 분석을 한 데이터는 축구경기 안

에 계 형성을 표하는 것이 상호간의 패스라 단하

여 선수들 간의 패스 계를 수집·정리한 뒤 실질 인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 치를 반 한 링크리

스트 작업을 수행한 뒤 분석을 실시하 다.

Source Target Weight
김진현 김진수 3
김진수 기성용 2
기성용 박주호 1
박주호 기성용 1
기성용 김영권 2
김영권 기성용 2
곽태휘 장현수 1

주. A열은 패스를 한 선수가 되고 B열의 선수는 패스를 받은 선수가 
된다. C열은 두 선 수간에 패스가 오간 횟수의 합, 즉 가중치가 됨.

표 1. 가중치가 반영된 링크리스트 예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네트워크 이론 및 분석의 개념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계  인간 에 입각하여 사

회구조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자리매김 이론

(Theory of Embeddedness, Granovetter, 1985)이라고

도 일컬어진다[5]. 특정한 형태의 연결망 안에 ‘자리 매

겨져 있는’ 행 자의 치가 그들의 의식이나, 효용, 혹

은 행 에 한 보상에 까지도 향을 미친다는데 

을 맞춘다[6].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사회과학 분야를 

심으로 발 하 으며 사회연결망 이론으로도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0년  반에 도입되어 활용

되고 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

는 각 각의 객체들의 보이지 않는 추상 인 연결의 집

합을 의미하고 이러한 계의 구조들의 집합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인간의 행 를 통해 구성되

는 사회 속의 계를 분석 으로 근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사회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Node)와 노

드(Node)로 이어진 네트워크의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

을 의미하여 인간과 인간과의 계에 이 맞  있던 

과거 네트워크 분석 경향을 탈피하여 그 주체가 기업과 

기업, 혹은 기 과 기  등 그 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어왔던 과거와는 다

르게 근래에는 공학, 자연과학, 의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 스포츠분야와 네트워크 관계
재 경제학, 정책학, 경역학 등 사회구조  특성을 

악하고 갈등과 불합리를 제거하는 일련의 차가 반

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 연구의 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8]. 스포츠 경기 한 각 객체 간의 

유기 인 계를 통한 성과와 효율을 이끌어내는 업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원하는 목

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경기내의 네트워크에 한 정

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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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구조  모순을 해결하고 올바른 진단을 하기 

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의 이론과 분석을 토 로 개인 는 집단의 상호 계를 

네트워크 에서 해석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러한 사회 연결망 이론은 사회의 축소형 모델인 

축구와 같은 단체 스포츠에서도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

다.

3. 선행연구 고찰
3.1 선행연구
과거 사회과학에 한정 되어 수행해오던 네트워크 분

석 경향과는 다르게 재는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분

석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부합

하는 스포츠, 그  축구경기에 네트워크 이론을 목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외의 표 인 고  연구인 Howard(1993)의 연구

를 살펴보면  경기 내에서 선수들이 가지는 상호 

계와 그로 생되는 다양한 결과와 변화 양상을 사회네

트워크 이론과 목하여 설명하고 있다[9]. 

다른 표 인 국외 연구로는 Dean Lusher외 2명

(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스포츠의 이해를 돕고 각 개인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떠한 행동과 특성을 나타내는지 

연구하 다. 한 이 연구는  구성원 상호 간의 형성

되고 있는 사회  계의 을 두고 있으며, 이를 네

트워크 이론 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10]. 한 

Passos(2011)의 연구는  스포츠와 같은 사회 신경 시

스템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11]. 한 

국외의 경우 벨기에의 치한 FAS research와 같이 사

회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경기를 분석‧평가하

여 해당  술과 략 컨설 을 해주는 업체들도 등

장하고 있다[12]. 

표 인 국내 연구인 최승배(2011)의 연구를 살펴보

면 2010년 6월 4일에 있던 한민국과 스페인의 친선경

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선수 간 

상호 패스를 통한 네트워크 계를 규명하고자 하 으

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선수는 구인지, 패스 연결망에 있어서 패스웍이 

가장 훌륭한 선수가 구인지를 찾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서 표  내 선수들의 역할과 역량을 평가하고 향

후 표  경기에 있어 술을 수립하는데 요한 기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연구목 이 있다. 하지만 이 연

구에서는 술에 변화나 선수교체에 따른 네트워크 변

화를 순차 으로 담아내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

고 있다[13].

최 화(2012) 연구를 살펴보면 재 축구경기에 제공

되는 단편 인 기록데이터와 경기 후 제공되는 단순한 

수치  기록을 통한 결과 지향  시각이 축구 경기의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안으로 사회네트워크분

석을 활용하 다. 이를 통하여 단편 인 수치나 기록데

이터가 아닌 입체 인 시각화, 가시화를 통하여 과정 

지향  축구경기를 설명하고자 하 다. 이 연구는 축구 

네트워크의 시각화와 한 각 선수들의 심성 변화에 

따른 체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각 선수별 경기 내 역

할, 상의 변화를 하게 반 한 연구라 할 수 있다[14].

최 숙(2008)의 연구는 실제 축구경기의 네트워크 분

석이 아닌 축구선수들 간의 인  네트워크 분석이란 

이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과 다른 이다. K리그에 선

수를 배출하는 학교와 학교별 출신 선수들을 악하

여 한국 로축구에 학연을 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이 주를 이룬다. 이 연구를 통해 얻는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 K리그에 만연하고 있는 학연 심 인 네트워크

를 필히 경계하여야 한다[15].

그 밖에 김혜진(2007)은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용에 합리성을 주장하 다[16]. 한 

빅데이터 시 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스포츠 분

야의 다양한 활용 략을 주장한 박성제(2014)의 연구 

등이 있다[3].

이 듯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축구경

기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특성을 찾아내고  경기에 

존재하지만 에 보이지 않았던 구조  모순과 같은 문

제들을 찾아 해결하기 하여 네트워크 에 입각한 

다양한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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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분야에 네트워크 이

론을 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몇 안되는 선행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 구조의 시각화와 선수 각 개인

의 정량 인 상과 네트워크 안에서의 기여도를 규명

하기 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특성을 다양한 

에서 악하기 하여 구조 인 측면의 네트워크와 

지 인 측면의 네트워크를 두루 살펴보았으며 한 

선수 개인 간의 계에 국한된 일차원 인 분석이 아닌 

포지션 상호간의 네트워크 계까지 추가 으로 살펴

으로써 입체 인 연구가 가능하게 하 다. 한 선수

교체나 특정 술에 변화가 있을 시 이를 기 으로 네

트워크 분석을 순차 으로 실시하여 연구의 다양한 

근을 가능하게 한 에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을 가진다.

Ⅲ. 분석의 틀

1. 분석 범위 및 방법
분석의 범 는 지난 2015년 1월에 있었던 한국과 호

주의 아시안컵 결승 (연장  포함)을 분석의 상으로 

삼았으며 우리나라 선수들 상호 패스 계를 통해 형성

된 네트워크를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 축구경기에서 

패스 심의 선순환 인 네트워크를 지녔다는 것은 그 

의 조직력이 높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선수의 

교체  요한 술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네트워크 

분석을 순차 으로 진행하여 분석의 객 성을 높 다. 

선수 교체가 3회 있었던 매 시기마다 네트워크의 변화

와 각 선수들이 내 가지는 역할과 상을 심성 지

표를 이용해 이를 정량 으로 평가하 다.

2. 분석 지표
심성은 네트워크 안에서 권력과 향력이라는 개

념과 직결되며 리 유용되는 지표로써 심성이 높을

수록 네트워크내 향력과 그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네트워크 내에서 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를 찾아내는 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구 경기 네트워크 내에서 향력이 큰 

선수를 발굴하고 그 정량 인 상을 알아보기 하여 

심성 지수를 활용하 다. 심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가운데 연결 심성과 사이 심성을 주로 이용한

다.

연결 심성 지표는 하나의 노드(Node)가 얼마나 많

은 다른 노드(Node)과 연결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지표

로써 행 자간의 방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향 심

성(In-Degree Centrality)와 외향 심성(Out-Degree 

Centrality)로 구분하고 통상 연결 심성이 높은 노드를 

네트워크의 허 로 지칭한다. 즉 내향 심성이 높은 노

드(Node)일수록 링크, 즉 패스를 많이 받는 선수가 되

고 이는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함을 의

미한다. 반 로 외향 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

에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여 과 동시에 정보와 흐름에 

있어서 추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네트워크에서의전체노드수
   노드의링크수

사이 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결 이 네

트워크 내의 다른 들 사이에 치하는 정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서, 최단경로(geodesic) 경로를 찾아 다른 기

들 사이에서 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17]. 높은 사이 심성을 가진 노드들은 다른 그룹 혹은 

다른 노드들 사이에 흐르는 정보에 한 통제를 가짐으

로 상당한 향력을 가질 수 있다[18]. 즉 네트워크 내

에 개자, 혹은 릿지 역할을 하는 노드(Node)를 찾

고 그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축구경기 내에 선수와 

선수를 이어주는 역할, 혹은 패스 배 에 있어 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를 찾는데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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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시안컵 축구 결승전 네트워크 분석

1. 중앙성 지표를 통한 네트워크 특성
1.1 전반전
우리나라 국가 표 은 4-2-3-1 술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선수비 후 역습의 략으로 알려져 있는 이 

술은 더블볼란치1과 원톱을 심으로 하며, 기본 으

로 미드필더를 많이 두어 원싸움에서의 우 를 바탕

으로 경기를 풀어가려는 술이다. 두 명의 수비형 미

드필더는 기본 으로 수비 으로 안정감을 기본으로 

행해야 하며 필요시 롱패스로 빌드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반 로 공격형 미드필더는 앞쪽에서 

이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나 패싱

력이 월등해야 한다. 특히, 최 방 공격수는 고립되기가 

쉬운 포지션이므로 4-2-3-1 술에 있어서 체 인 

이가 살아나기 힘들다. 한 양쪽 윙의 역할은 공격

형미드필더를 두어 양쪽 폭을 좁히고 윙백의 오버래핑

을 시도하는 것과 윙포워드를 두어 크로스 는 안쪽으

로 컷 하는 방법이 있다. 수비 으로는 4명의 수비 앞

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의 수비를 지원받게 되며, 상

편은 앙을 공략하기 해선 앙수비 2명과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상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

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수비  우  공간이 되는 

등의 이 이 있다. 하지만 4-2-3-1은 수비 시 측면수비

수 앞에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상  이 측면이 

강한 이고 포메이션 구조상 우리 의 원을 공략하

기 쉽지 않기 때문에 측면을 지속 으로 공격할 것이

다. 우리  측면 수비수들의 수비 능력이 떨어진다면 

지속해서 공간을 내어주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반 로 측면 공격을 효율 으로 방어한 후에 역습이 순

조롭게 이어진다면 경기는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이다.

1 포르투갈 용어로서 ‘volante’라고 불리며, 필드 뒷면에서 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방향타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

그림 1. 2015 아시안컵 결승전 대한민국 포메이션

이러한 술의 장단 을 고려해 보면 더블볼란치 역

할을 하는 기성용과 장 수의 공수 지원과 측면수비수

로서 탄탄한 수비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을 수행

해야하는 김진수와 차두리의 역할이 반 의 우 를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심성 지표를 활용한 반  경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먼  연결 심성을 살펴보면 내향 심성은 측

면 공격수인 손흥민과 최 방 공격수 이정 에게 내향

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비형 미드필더의 

장 수, 측면수비수인 차두리와 김진수가 상 에 랭크

되었다. 이는 경기 네트워크 내에서 패스를 많이 받는 

것을 뜻하며,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특

히, 주로 측면에 치한 선수의 내향 심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반 에는 측면을 활용한 공격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경기에서도 

반 에서 크로스 비 이 7:3으로 한국이 호주에 비해 

더 많은 측면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을 가장 많이 배 해  선수를 나타낼 수 있는 외

향 심성을 살펴보면 기성용과 김진수가 1 와 2 에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좌측에 비 을 둔 경

기 운 으로 볼 수 있지만 남태희, 김 권, 차두리 등 각 

포지션과 치별로 심성이 높게 나타나 선수 구성원 

서로가 네트워크 내에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여주고 동

시에 경기 흐름에 있어서 추 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

로 단된다.

다음으로 사이 심성을 살펴보면 연결 심성에 비해 

지표의 수치 값은 낮게 나타났지만 기성용과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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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가 매개  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볼의 

배 , 공수의 교 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충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 심성이 높다는 것은 경기내에 

선수와 선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패스 배 에 있어 요한 릿지 역할을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

반  경기는 반 으로 각 선수들은 본인의 포지

션에 맞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바람직한 선순환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연결 심성과 사이 심성 분석 결과 최

방 공격수들에게는 많은 빈도로 공이 배 되었으며, 

원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미드필더들은 수비수와 공

격수에게 원활한 패스로 공을 연결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  경기결과는 1실 으로 마쳤으며, 공격

인 경기력에 비해 골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겼

다.

순 내향 심성 외향 심성 사이 심성
1 손흥민 0.8 기성용 0.8 기성용 0.109577
2 이정협 0.7 김진수 0.8 김진수 0.105503
3 장현수 0.7 남태희 0.7 차두리 0.095212
4 차두리 0.6 김영권 0.6 남태희 0.061032
5 김진수 0.6 차두리 0.5 이정협 0.052037

표 2. 전반전 중심성 분석 결과

1.2 후반전
후반 은 반 과 동일한 선수 구성과 술로 경기

를 시작하 다. 후반  경기의 네트워크 분석은 교체가 

있을 때마다 순차 으로 심성 지표의 변화를 악하

다. 첫 번째 교체가 있었던 후반 17분까지는 차두리

의 심성지수가 내·외향, 사이 심성까지 모든 지표에

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후반  반은 차두리

가 공수양면에서 가장 큰 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반면에 최 방 공격수의 내향 심성이 낮

은 것으로 보아 경기운 이 수비에 치 되었고 미드필

드에서 최 방 공격수로의 볼 공 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경기에서도 차두리는 극 인 수비 후 기동력

을 바탕으로 활발한 오버래핑과 미들라인에 볼을 공

하는 횟수가 빈번했지만, 미들라인에서 공격을 원할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 다. 이 을 인지한 

슈틀리  감독은 후반 17분 공격라인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앙미드필더인 남태희를 기동력과 

공격성을 갖춘 이근호와 교체하므로서 활발한 공격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 다. 네트워크 상에서 이 이 효

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교체가 이루어지기 

 9분여 가량 박주호, 손흥민 등 공격수의 내향 심성

이 높아졌으며, 외향 심성에서는 수비수, 공격수, 골키

퍼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내 특정 선

수에게 치 되기보다 상호간 유기 인 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체가 이루어진 후반 26분은 왼쪽 공격을 

맡았던 박주호를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한국 을 투

입하 다. 표면 으로는 수비에 치 하려는 술로 보

일 수 있으나 기성용을 박주호 자리로 이동시키고 기성

용자리를 한국 이 맡게 하여 수비와 공격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략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교체가 있기 

까지 15분여 가량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차두리가 내

향 심성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며, 손흥민, 이

정  등이 내향 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최

방 공격라인의 볼 배 이 비교  원할했던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교체 투입된 한국 은 외향 심성

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더블볼란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 수, 차두

리, 김진수의 외향 심성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

방라인에서 방으로의 볼 배 이 원활했던 것으로 보

인다. 사이 심성 측면에서는 ·후반에 활발한 움직임

을 보인 차두리가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며, 주로 

수비라인에서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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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교체는 후반 41분에 이루어졌다. 최 방 공격

수인 이정 을 빼고 수비수인 김주 을 투입하 다. 마

치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에서 경기를 지키기 한 

수비력 강화로 보여질 수 있는 선택이 다. 하지만 내

면에서는 헤딩력이 탁월한 곽태휘를 최 방 공격수로 

올려 공격라인의 제공권을 통한 득 을 올리고자 하는 

격 인 략을 수행한 것이다. 동시에 체력이 떨어진 

수비라인을 좋은 체력과 활동량이 많은 김주 을 투입

하면서 수비의 안정과 역습으로 이어지는 시 지 효과

를 얻고자 하 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내·외향 네트워

크 지수 자체는 체 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내향 심

성에서는 손흥민과 김 권, 이근호가 가장 높았으며, 외

향 심성에서는 교체 투입된 한국 과 김주 , 이근호

의 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근호는 사이 심성

에서 높은 지수로서 차두리를 제쳤으며, 마지막교체가 

이루어지고 후반 이 끝나는 시간은 이근호의 포지션 

역할 수행이 가장 돋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경기

에서 이런 네트워크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후반  인

리타임에 손흥민의 극 인 동 골이 터졌다. 수비라인

에서 곽태휘에게 연결된 볼이 약간의 혼선이후 한국 , 

기성용, 손흥민의 마무리로 이루어지는 골을 만들어 낸 

것이다. 슈틀리  감독이 구상한 략이 성공 으로 이

루어진 장면이었고 네트워크 구조 한 감독이 의도한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후반 의 패스공 을 심으로 한 경기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반에 비해 네트워크 형태가 선순환

이지 못하고 반에는 특정 선수에만 의존하는 편향

된 네트워크가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감

독이 공격 인 략과 한 선수 교체로서 공수가 안

정된 모습을 나타내 네트워크에서도 비교  선순환

인 구조로 변화하 다. 후반 시작부터 극 인 공격으

로 반격에 나셨지만 공격이 쉽게 풀리지 않았으며, 특

정 선수에 치 된 경기운 을 나타냈다. 하지만 감독의 

다양한 술과 용병술로 공수가 안정되었으며, 동 골

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순 내향 심성 외향 심성 사이 심성
1 차두리 0.6 차두리 0.7 차두리 0.141667
2 남태희 0.6 김진수 0.7 김진수 0.102778
3 박주호 0.5 기성용 0.5 이정협 0.085185
4 기성용 0.5 장현수 0.5 기성용 0.083333
5 김영권 0.5 남태희 0.5 남태희 0.073148

표 3. 후반전 중심성 분석 결과

1.3 연장 전․후반
연장 은 ․후반 과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시작하

으며, 여 히 곽태휘를 최 방 공격수로 배치하 다. 

후반 에 터진 극 인 골을 재 하기 한 략으로 짐

작할 수 있다. 다만 연장 반 5분에 더블볼란치의 한 

축으로서 공수양면에 활발한 움직임으로 경기를 운

한 장 수가 근육경련으로 험요소가 은 최 방 공

격수로 이동하고 그 자리를 곽태휘가 맡는 변화가 있었

다. 연장 반의 네트워크 심성은 체 으로 지수 값

이 낮은 결과가 나타난 가운데 김진수가 내·외향, 사이

심성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사이 심성 측면에

서는 골키퍼인 김진 이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며, 

주로 수비수들이 상 에 랭크되었다. 이는 수비 심

인 경기흐름으로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경기

에서도 수비에 치 하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략으로 

경기에 임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경기가 원활

히 풀리지 않는 모습이 자주 나타냈다. 연장후반의 네

트워크 분석결과는 반 에 비해 체 으로 지수 값

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반 막바지에 역 골

을 허용했기 때문에 만회골을 한 공격 인 경기운

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두리가 내향 심성과 사이

심성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강

인한 체력으로 연장후반까지도 공수방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성용, 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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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등이 내·외향 심성이 동시에 높은 선수로 나타

났으며, 경기를 마무리 짓는 연장후반의 네트워크 구조

에 가장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장 반

순 내향 심성 외향 심성 사이 심성
1 김진수 0.3 김진수 0.3 김진현 0.351852
2 손흥민 0.2 기성용 0.3 김진수 0.342593
3 김주영 0.2 김진현 0.3 김주영 0.305556
4 기성용 0.2 한국영 0.2 차두리 0.180556
5 차두리 0.2 김주영 0.2 곽태휘 0.173611

표 4. 연장전 전반 중심성 분석 결과

순 내향 심성 외향 심성 사이 심성
1 차두리 0.8 김진수 0.6 차두리 0.182672
2 기성용 0.6 김영권 0.6 김진수 0.182672
3 김영권 0.5 기성용 0.5 김주영 0.175926
4 이근호 0.5 차두리 0.5 김영권 0.157275
5 손흥민 0.4 손흥민 0.4 이근호 0.102778

표 5. 연장전 후반 중심성 분석결과

1.4 포지션별 네트워크
경기 체의 포지션별 네트워크 분석결과 내향 심

성은 포워드(FW)와 수비수(DF)가 미드필더(MF), 골

키퍼(GK) 보다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

심성의 경우는 포워드(FW)와 미드필더(MF)의 순

가 바  결과를 나타내었다. 포지션 특성상 FW는 주로 

공을 배 받아 공격을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외향

보다는 내향 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GK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

만 DF가 체 으로 심성에서 높은 비 은 나타낸 

것으로 볼 때, 4-2-3-1 술의 특성인 수비후 역습 패

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분석된 결과

에서도 차두리와 김진수의 네트워크 심성에서의 높

은 비 이 이를 증명해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 내향 심성 외향 심성 사이 심성
1 FW 1.0 MF 1.0000 DF 0.166667
2 DF 1.0 DF 1.0000 FW 0.083333
3 MF 0.666667 FW 0.666667 MF 0.083333
4 GK 0.666667 GK 0.666667 GK 0.0000

표 6. 포지션 간 중심성 분석결과

Ⅴ. 결 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5년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 한국과 호

주와의 결승 을 연구 범 로 삼았으며, ․후반 , 연

장 ․후반 은 물론 추가로 선수 교체가 있을 시 마

다 네트워크 특성을 악하 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향력 있는 선수를 발굴하 으며, 각 개

인이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만큼의 정량  가치를 지니

는지를 살펴보고 선수들 포지션 간의 계 네트워크가 

감독의 술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 다. 본 연구를 통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반 의 경우 내향 심성은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

비라인에 속한 선수들이 네트워크에서 높은 심성을 

나타냈다. 외향 심성은 내향 심성과 마찬가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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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별로 심성이 높게 나타나 선수 구성원 서로가 

네트워크 내에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여  것으로 나타

났다. 사이 심성은 기성용과 김진수, 차두리가 매개  

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볼의 배 , 공수의 교

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은 체 으로 주요 선수들이 본인의 역할에 충

실한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순환 인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  경

기는 공격 이며, 후방 볼 배 이 원활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후반 은 선수 교체 시기별로 네트워크 분석을 순차

으로 실시하 다. 첫 번째 교체가 있었던 후반 17분

까지는 차두리의 심성지수가 내·외향, 사이 심성까

지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후반 17

분에 앙미드필더를 교체하여 공격 인 변화를 꾀하

다. 그 결과 두 번째 교체가 이루어지기  9분여 가

량 공격수의 내향 심성이 높아졌으며, 외향 심성에

서는 수비수, 공격수, 골키퍼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높

은 지수를 나타내 특정 선수에게 치 되기 보다 상호간 

유기 인 패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체가 이루어진 후반 26분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 

차두리가 내향 심성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

며, 손흥민, 이정  등의 내향 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 교체 투입된 한국 은 외향 심성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더블볼란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 심성 측면에서는 ·

후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차두리가 가장 높은 지수

를 나타냈다. 마지막 교체시기인 후반 41분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내향 심성에서는 손흥민과 김 권, 이근호

가 가장 높았으며, 공격수의 내향 심성이 높아지던 시

에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서 네트워크의 순환과 경기 

내용이 일치함을 증명하 다. 외향 심성에서는 교체 

투입된 한국 과 김주 , 이근호의 심성이 높게 나타

났다. 특히, 이근호는 사이 심성에서도 높은 지수를 나

타냈다. 후반 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반에 비

해 네트워크 형태가 선순환 이지 못하고 반에는 특

정 선수에만 의존하는 편향된 네트워크가 형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지만 한 선수 교체와 술변화로서 

공수가 안정이 되면서 네트워크 한 안정화되는 양상

을 띄게 되었다.

연장 반의 네트워크 심성은 김진수가 내·외향, 사

이 심성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사이 심성 측면

에서는 골키퍼인 김진 이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

며, 주로 수비수들이 상 에 랭크되었다. 연장후반의 네

트워크 분석결과는 차두리가 내향 심성과 사이 심성

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한, 기성용, 김 권, 

손흥민 등이 내·외향 심성이 동시에 높은 선수로 나타

났으며, 이들은 경기를 마무리 짓는 연장후반의 네트워

크 구조에 가장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감독의 술에 따라 경기 네트워크가 감독

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하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편향 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한 선수교체와 술의 변화

로 체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는 감독의 탁월한 용병

술 한 이 분석 결과에 그 로 나타났다. 경기 결과는 

아쉽게 패하 지만 연장까지 이어지는 명승부를 만들

어냈다. 반면 분석 결과를 토 로 국가 표  체의 

경기운 을 진단해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반 과 같은 경기 반에는 네트워크의 심성이 고

루 분포하면서 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

을 보 다. 하지만 골의 득실이나 어떠한 외부 인 상

황의 변화가 생기면 네트워크의 심성 특정 선수에게 

집 되는 등, 네트워크의 균형이 격히 무 지는 상

이 목도 되었다. 한 후반 에 갈수록 공의 배 , 즉 

패스의 방향이 방 상 의 골 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으로 빈번하게 돌리는 모습들을 나타냈으며 이는 

결국 실 으로 직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의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이러한 경기 패턴을 

감독이나 략‧ 술 수립의 이해당사자들이 학습하고 

인지하여 이러한 고질 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완하

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한 이러한 유사 연구들이 축

구뿐만 아니라 패스 연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기 

종목 등에 응용한다면 실무 인 활용과 학술  가치가 

증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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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일정
본 연구는 내 선수들 간의 패스 계로 형성된 체 

네트워크에 을 두어 경기를 분석하 다. 하지만 선

수 각 개인이 가지는 패스 성공율, 득 , 볼 유율, 어

시스트 등과 같은 정량 인 요소들을 반 하지 못한 한

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선수 각 개인이 가지는 역량들

에 한 기술 통계치를 네트워크 분석의 가 치로 치환

하여 향후 연구에 반 한다면 한층 객 인 연구가 가

능할 것으로 상한다. 그리고 우리 뿐만 아니라 상

의 네트워크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여 습득한다면 

경기 에 이를 비한 한 술‧ 략의 수립이 가

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는 특정 한 경기를 

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해석과 용에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앞으로 다양한 경기 결과 분석

을 통해 승을 거둔 경기, 완패한 경기 등의 경기들을 

유형화하여 다각 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된다면 우리

나라 축구 표 뿐만 아니라 청소년 축구 발 에 있

어 최 의 네트워크 설계와 술의 제공, 기 자료로서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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