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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프로야구 데이터 분석

Analysis of Professional Baseball Data based on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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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프로야구의 스포츠 인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다. 프로야구의 인기를 증가시키고,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프로야구를 
접하는데 이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야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3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특정 사이트에서 조회된 특정 프로야구단과 관련된 기사 개수와 트렌드를 알아보고, 프로야구 성적과 관중 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 2017년도의 프로야구 타자 타율 성적과 출루율 성적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popularity of professional baseball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it has data related
to professional baseball on various portal sites. If you want to increase the popularity of professional 
baseball and produce results through analysis using relevant data, you have the advantage of accessing 
professional baseball. In this paper, three analyzes were conducted using data related to professional 
baseball. Therefore, in this paper, the trend related to the number of articles retrieved from a specific
site of a professional baseball team was examin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baseball 
scores and the number of spectators was analyzed. Finall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rofessional
baseball batting average and on base percentage in 2016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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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핫한 스포츠로 프로야구가 
뽑히고 있으며 아래의 표를 보면 확실히 야구의 인기는 
다른 스포츠들을 압도하고 있다. 매년 프로야구팬들이 증

가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프로야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스포츠
에 대해 잘 아는 팬층과 야구를 모르는 팬층 간의 괴리감
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괴리감이 크게 영향을 끼
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 프로야구를 접하거나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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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괴리감을 조금이나마 없애고, 자신이 응원하
고 싶은 팀을 선택하는데 보탬이 돼서 초심자가 더욱 프
로야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프로야구 특정 구단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
한 데이터의 수집은 크롤링과 셀레늄을 이용하여 기사의 
본문과 기사 개수를 측정하며, 하이브를 이용하여 불필요
한 단어를 필터링 하고, R 프로그래밍을 통해 그래프로 
표현한다[1].

프로야구 성적과 관중 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은 KBO 사이트를 참고한다. 관중 
및 성적 데이터란 연도별 각 프로야구 구단들의 관중 수 
및 성적, 또는 월별 각 프로야구 구단들의 관중 수 및 성
적을 나타낸다[2]. 프로야구 타율 성적과 출루율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Betman 공식 사이트
를 이용하여 수집하며, R프로그래밍을 통해 그래프로 표
현하였다[3].

본 논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의 관련 기술
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사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
터와 주요 기술 코드를 소개하고, 4장에서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며, 5장 결론을 기술한다.

Ⅱ. 관련 기술

1. 빅데이터(Big Data)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데

이터를 포함하는 빅데이터가 떠오르고 있다. 정형, 반정
형, 비정형 데이터와 같은 예전에 보관만 되어있는 수많
은 데이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4-5].

초기에는 3V라고 정의되어 Volume, Velocity, 
Variety 순으로 크기, 속도, 다양성의 의미를 많이 사용
되었지만, 최근 기술과 데이터의 발전으로 인해 5V로 정
의되어 Value, Veracity로 가치와 정확성의 의미가 추
가되었다.

2. 크롤링
무수히 많은 웹사이트에 저장 및 개시되어있는 뉴스 

기사나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Text 문서를 수집
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며, 웹사이트의 태그를 조작하여 수집된다.

스파이더(Spider), 봇(Bot), 지능 에이전트라고도 불
리며,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는 특징은 있으나 역이용하여 
순위를 조작하거나 검색을 피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
지만, 범용성이 좋아 네이버, 구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3. 셀레늄
셀레늄(Selenium)은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한 

포터블 프레임워크다. 셀레늄은 테스트 스크립트 언어를 
학습할 필요 없이 기능 테스트를 만들기 위한 플레이백 
도구를 제공한다. (셀레늄 IDE) C 샤프, 그루비, 자바, 
펄, PHP, 파이썬, 루비, 스칼라 등 수많은 유명 프로그래
밍 언어들에서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테스트 도메인 
특화 언어(Selenese)를 제공한다.

4. 하이브
하이브는 Apache에서 개발한 SQL 형식의 병렬 처리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하둡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
를 Map-Reduce를 직접 구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기엔 
개발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구
현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자 개발되었다.

HiveQL이라고 불리는 SQL 형식의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하
둡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하둡이 설치가 되어 있
어야 한다[6-7].

5. R 프로그래밍
1993년 오클랜드 대학에서 통계 분석과 결과로 그래

프를 표현하기 위해 개발된 인터프리터 프로그래밍 언어
이다. R 프로그래밍은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넓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
많은 통계 관련 패키지가 존재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인 Shiny
의 발전으로 통계 또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모델을 웹과 
연동하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Ⅲ.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이번 장에서는 크롤링 및 셀레늄 주요 코드를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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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소개와 처리 과정에 대하여 기
술 한다. 그림 1은 특정 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는 
크롤링과 관련된 코드를 보여준다.

1. 특정 프로야구단 기사 데이터 수집 및 처리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def get_text(URL, output_file):
  source_code_from_url = urllib.request.urlopen(URL)
  soup = BeautifulSoup(source_code_from_url, 'lxml',   

         from_encoding='utf-8')
  content_of_article = soup.select('div.article_txt')
  for item in content_of_article:
      string_item = str(item.find_all(text=True))
      output_file.write(string_item)

for title in soup.find_all('a', {'class': "go_naver"}):
  now += str(title['href'])
  source_code_from_sub = 

urllib.request.urlopen(title['href'])
  soup_sub = BeautifulSoup(source_code_from_sub, 

'lxml', from_encoding='utf-8')
  content = soup_sub.find_all('div',{"id": 

"newsEndContents"})

shutil.copy('C:/Users/ihc/Downloads/multiTimeline.csv', 
SAVE_FILE_PATH + ‘/' + keyword)

그림 1. 데이터 수집을 위한 크롤링 코드
Fig. 1. Crawling code for data collection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BeatifulSoup 라이브러리는 HTML에서 데
이터를 추출하고, 구문 분석된 페이지에 대한 구문 분석 
트리를 작성하기 때문에 웹 스크래핑에 유용하다.

라이브러리 아래 코드는 크롤링에 핵심적인 코드를 설
명하며, 페이지를 변수에 저장하고 해당 페이지에 포함된 
모든 기사의 주소를 모두 가져오고, 기사 본문과 URL은 
파일 입출력을 통해 저장한다. 페이지 검색은 마지막 페
이지 변수를 통해 마지막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
복해서 돌리며,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면 스크랩 작업
을 중지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로컬 데스크탑에 저장하
기 위해 코드를 추가하여 크롤링을 실행하였다.

def getCSV(teams, keyword, startdate, enddate):
    print('\n------------------' + keyword + ' Google 
Trends Data Download Started!-------------------')
    binary = 
'C:/Users/ihc/AppData/Local/Programs/Python/Python36-3
2/Lib/site-packages/selenium/webdriver/chrome/chromedri
ver.exe'
    driver = webdriver.Chrome(binary)

#driver = webdriver.Firefox()

그림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셀레늄 코드
Fig. 2. Selenium code for data collection

그림 2는 구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정 프로야구단
의 트렌드 관련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핵심 코
드를 의미한다. Chrome에 WebDriver를 설치하여 구
글 트렌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3. 크롤링 실행 결과
Fig. 3. Crawling execution reseult

그림 3은 그림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크롤링을 실행
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정 프로야구단에 대해 관련된 기
사를 계속 다운로드 받게 된다.

그림 4.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특정 프로야구단 기사
Fig. 4. Certain professional baseball articles through 

crawling

크롤링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준
다. 그림3의 결과이며, 특정 프로야구단을 선택해서 크롤
링과 셀레늄을 하였으며, 수집된 기사의 년도는 2012년
도부터 2017년도까지 데이터를 수집되었다.

그림 5는 크롤링과 셀레늄을 통해 수집된 기사 데이터
의 처리하는 하이브의 주요 코드를 보여준다. 하이브는 
하둡위에서 동작하며,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DBMS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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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word(keyword string, count int)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t’
lines terminated by ‘\n’;

load data local input 
‘/mnt/share/Crawling/result/특정프로야구단/part-r-00000’
overwrite into table word;

insert overwrite local directory 
‘/mnt/share/Crawling/result/특정프로야구단/lasall_data’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t\’

select * from word where keyword not in (‘수’, ‘있다’, ‘는’, ‘한’, 
‘있는’, ‘첫’, ‘중’, ‘더’, ‘큰’, ‘그’, ‘또’, ‘될’, ‘하지만’, …

그림 5.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이브 코드
Fig. 5. Hive code for data processing

word 테이블을 생성하고, 키워드를 저장할 컬럼, 그
리고 기사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카운트 컬럼을 생성
한다. 생성 후 수집되어 저장된 데이터를 테이블에 입력
하고, 탭을 기준으로 기사 데이터를 저장한다. 마지막에 
select 구문은 단어 필터링을 위한 ‘수’, ‘있다’, ‘는’ 과 같
은 불용어를 포함 시키지 않기 위한 구문이다.

2. 프로야구 성적과 관중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프로야구 성적과 관중 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KBO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데이터를 수집
한 방법과 처리한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6은 프로야구 성적과 관중 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KBO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년도별, 월별, 구
단별 성적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데이터 수집이 완
료된 후 그림 7은 KBO 사이트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CSV 파일 형태로 변환 후 액셀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
형화하여 처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6. KBO 사이트 데이터 현황
Fig. 6. KBO site data status

그림 7. 데이터 처리를 완료한 모습
Fig. 7. Data processing completed

3. 프로야구 타자 타율과 출루율 성적 수집 및 처리
프로야구 타자 타율과 출루율 성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Batman 사s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데
이터를 수집한 방법과 처리한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8. Batman 사이트 데이터 현황
Fig. 8. Batman site data status

그림 9 CSV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한 모습
Fig. 9. Data converted into CSV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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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프로야구 성적과 관중 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Batman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
식을 보여준다. 타율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관련
된 선수의 선수명과 팀명, 타율, 출루율 등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9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CSV형태로 변환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중에서 타율과 출루율 컬럼을 활용한다.

Ⅳ.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수집하고 처리한 데이터의 분석 그
래프를 보여주며, 분석 결과의 순서는 특정 프로야구단의 
기사 관련 분석, 프로야구 성적과 관중 수 관계 분석, 타
자 타율과 출루율 성적 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1. 특정 프로야구단 기사 분석
tbl <- read.csv("graphdata.csv")

tbl

plot(tbl$검색.횟수, type="l", col="navy", lwd=3, ylim=c(0,110), 
axes=FALSE, xlab="DAY", ylab="SEARCH", font.lab=2, 
font.lab=2)

axis(1, at=1:260, lab=tbl$날짜)
axis(2, ylim=c(0,80000))

title(main="DOOSAN BEARS TREND", col.main="dark slate 
gray", font.main=10, cex.main=3)

그림 10. 특정 프로야구단 기사 빈도 코드
Fig. 10.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article frequency code

그림 10은 특정 프로야구단의 기사에 관련된 빈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분석 코드를 보여준다. 처리가 완료된 
csv파일을 tbl 변수에 불러온 뒤 plot 함수로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특정 프로야구단 기사 빈도 그래프 결과
Fig. 11.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article frequency 

graph results

그림 11을 보면 2012년 중반부터 2017년도 초반까
지의 특정 프로야구단에 관련된 기사 빈도수를 보여주며, 
2013년 후반부에 높은 빈도의 기사가 검출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도에 관련된 특정 프로야구단의 이슈를 확
인해보니 논문에 언급하기 어렵지만, 관련된 이슈가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brary(KoNLP) 
library(wordcloud)

f <- file("sub2016-10-16~2016-10-30.txt", encoding = 
"UTF-8" ,blocking=F) 
txtLines <- readLines(f)
nouns <- sapply(txtLines,extractNoun,USE.NAMES=F)
head(unlist(nouns), 20)

write(unlist(nouns),"sub2016-10-16~2016-10-30.txt")
revised <- read.table("sub2016-10-16~2016-10-30.txt") 
nrow(revised) 
wordcount <- table(revised) 
length(wordcount) 
head(sort(wordcount, decreasing=T),10)

library(RColorBrewer) 
pal <- brewer.pal(9,"Set1") 
wordcloud(names(wordcount),freq=wordcount,scale=c(5,1),rot.
per=0.25,min.freq=1,random.order=F,random.color=T,colors=
pal)

그림 12. 특정 프로야구단 워드클라우드 코드
Fig. 12.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wordcloud code

그림 12는 특정 프로야구단의 워드클라우드 그래프와 
관련된 코드의 모습을 보여준다. KoNLP 형태소 분석과 
표현하기 위한 wordcloud 패키지를 설치하고, f 변수에 
수집된 기사를 삽입한 후 한줄씩 텍스트라인으로 파일을 
읽어 들인다. 원본 파일을 복제본으로 두고, RColorBrewer 
패키지를 설치하여 적용한 후 wordcloud함수를 이용하
여 그래프로 출력한다.

그림 13. 특정 프로야구단 워드클라우드 그래프 결과
Fig. 13.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wordcloud grap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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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그림 12의 코드를 이용하여 특정 프로야구
단의 기사를 워드클라우드 그래프로 출력한 결과를 보여
준다. 특정 프로야구단의 구장 이름과 한국시리즈와 관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관련된 주요 키
워드를 볼 수 있다.

2. 프로야구 성적과 관중 수 분석
mat = matrix(nrow=12, ncol=11)
mat <- read.csv(“count.csv”, head=TRUE)

for(j in 2:12){
  for(i in 1:11){
    mat[i, j-1] = (count[i,j]-count[i+1,j])/count[i+1,j] * 100
  }
}
Write1.csv(mat, “mat.csv”, row.names=Ture)

mat2 = matrix(nrow=12, ncol=11)
mat <- read.csv(“coun2t.csv”, head=TRUE)

for(j in 2:12){
  for(i in 1:11){
    mat[i, j-1] = (count[i,j]-count[i+1,j])/count[i+1,j] * 100
  }
}
Write2.csv(mat2, “ma2t.csv”, row.names=Ture)

그림 14. 년도별 및 월별 관중 증감률 계산 코드
Fig. 14. Year and Monthly Audience Change Calculation 

Code

그림 14는 구단의 년도 별 관중 수와 월별 관중 수를 
R에 로드 하여 메모리에 업로드하고, 년도 별 및 원별로 
구단 관중의 증감률을 계산한 코드이다. 계산 후 
Write1.csv 에는 년도 별 관중 수의 증감률이 결과로 나
오고, Write2.csv 에는 월별 관중 수의 증감률을 결과로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

그림 15는 특정 프로야구단의 년도 별 순위를 그래프
로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보여준다. rank_lotte 변수에 
특정 프로야구단의 년도 별 순위 데이터를 대입한 후 
barplot 함수를 이용한 코드이다. 

rank_lotte <- read.csv("rank_lotte.csv", head=TRUE)
rank_lotte

barplot(rank_lotte,beside=T,names=c("08","09","10","11","12","
13","14","15","16"),col=c("red","green","yellow","blue","purple","
gray","pink","brown","orange"))

title(main="롯데",col.main="blue",font.main=4)
title(xlab="연도", col.lab="black")
title(ylab="순위", col.lab="black")

그림 15. 특정 프로야구단 년도 별 순위 코드
Fig. 15.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annual ranking 

code

그림 16. 특정 프로야구단 년도 별 순위 그래프
Fig. 16.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annual ranking 

graph

그림 16은 코드에 따른 결과 그래프를 의미한다. 특정 
프로야구단의 년도 별 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후반부 연도에 낮은 등수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v1 <- c(mat[1])
plot(v1,type='o', col='red', ylim=c(-50,100), axes=FALSE, 
ann=FALSE)
axis(1,at=1:9, lab=c("08","09","10","11","12","13","14","15","16"))
axis(2,ylim=c(0,10))

title(main="롯데",col.main="blue",font.main=4)
title(xlab="연도", col.lab="black")
title(ylab="관중 증감률", col.lab="black")

그림 17. 특정 프로야구단 년도 별 관중 증감률 코드
Fig. 17.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annual crowd 

code

그림 18. 특정 프로야구단 년도 별 관중 증감률 그래프
Fig. 18.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annual crowd 

growth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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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는 특정 프로야구단의 년도 별 관중 증감률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한 코드를 보여준다. 그림 14에서 
계산한 증감률의 mat 변수를 불러와 plot 함수 이용하
여 그래프로 표현한 코드이다.

그림 18은 코드에 따른 결과 그래프를 의미한다. 특정 
프로야구단의 년도 별 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2010년도, 2013년도에 관중이 급격히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2014 ∼ 2016년도의 순위가 낮지
만, 관중의 증감률은 변화가 없는걸로 보아 즉, 년도 별 
순위와 관중 수의 결과와는 상관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 특정 프로야구단 월별 순위 그래프
Fig. 19.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monthly ranking 

graph

그림 20. 특정 프로야구단 월별 관중 증감룰 그래프
Fig. 20. Specific professional baseball monthly crowd 

growth graph

그림 19와 그림 20은 특정 프로야구단의 월별 순위 
그래프와 관중 증감률 그래프를 보여준다. 세부 코드는 
년도 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코드에서 데이터만 변경
하였기 때문에 코드는 생략하였다. 

특정 프로야구단의 월별 순위와 월별 관중의 증감률을 
확인하면, 5월, 8월, 9월, 10월에 낮은 등수를 기록한 것

을 볼 수 있고, 관중 수 증감률은 6월, 7월, 9월, 10월에 
많이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프로야구 타자 타율과 출루율 성적 분석
KBO16 <- read.csv("16batting.cvs", header=T)
KBO17 <- read.csv("17batting.cvs", header= T)

f1 <- data.frame(c=factor(sample(rep(KBO16$batavg))))
t1 <- table(f1$c) 

barplot((sort(t1,decreasing = TRUE)[1:10]),xlab="선수 이름", 
ylab="타율", col="lightgreen", border="white" , main = "TOP")
barplot((sort(t1,decreasing = TRUE)[1:10]),xlab="선수 이름", 
ylab="타율", col="lightgreen", border="white" , main = "TOP")

그림 21. 2016, 2017년도 KBO 타자 타율 성적 코드
Fig. 21. KBO hitter’s batting average code for 2016, 

2017 years

그림 22. 2016년도 KBO 타자 타율 성적 그래프
Fig. 22. KBO hitter’s batting average graph for 2016 

years

그림 23. 2017년도 KBO 타자 타율 성적 그래프
Fig. 23. KBO hitter’s batting average graph for 2017 

years

그림 21은 2016년도, 2017년도의 타자 타율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의 모습을 보여주며, KBO16, 
KBO17 변수에 데이터를 읽고, t1 변수에 데이터프레임
을 구성한 후 barplot 함수로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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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와 그림 23은 2016년도, 2017년도 KBO 타
자의 타율 성적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2016년도에는 최
형우, 김태균 순으로 타율 성적이 좋고, 2017년도에는 
김선빈, 서건창 순으로 타율 성적이 좋았다.

KBO16_2 <- read.csv("16obp.csv", header=T)
KBO17_2 <- read.csv("17obp.csv", header= T)

f2<- data.frame(c=factor(sample(rep(KBO16$OBP)))
t2 <- table(f1$c) 

barplot((sort(t2,decreasing = TRUE)[1:10]),xlab="선수 이름", 
ylab="OBP", col="lightgreen", border="white" , main = "OBP")

barplot((sort(t2,decreasing = TRUE)[1:10]),xlab="선수 이름", 
ylab="OBP", col="lightgreen", border="white" , main = "OBP")

그림 24. 2016, 2017년도 KBO 타자 출루율(OBP) 성적 코드
Fig. 24. KBO hitter’s OBP code for 2016, 2017 years

그림 25. 2016년도 KBO 타자 출루율(OBP) 성적 그래프
Fig. 25. KBO hitter’s OBP graph for 2016 years

그림 26. 2017년도 KBO 타자 출루율(OBP) 성적 그래프
Fig. 26. KBO hitter’s OBP graph for 2017 years

그림 25와 그림 26은 2016년도, 2017년도의 타자 출
루율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의 모습을 보여
주며, 그림 21과 코드가 유사하기에 코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림 25와 그림 27은 2016년도, 2017년도 KBO 타

자의 출루율 성적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2016년도에는 
김태균, 최형우 순으로 타율 성적이 좋고, 2017년도에는 
최형우, 서건창 순으로 타율 성적이 좋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프로야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
하여 특정 프로야구단과 관련된 기사 분석, 순위와 관중
률 분석, 타자의 타율 및 출루율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크롤링 및 셀레늄 기법을 사용하
였고, 다른 데이터는 외부 포탈사이트에 존재하는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처리에는 Hive-QL을 지원하는 하이브를 사용
하여 정제 하였으며, 직접 코딩이 어려운 부분은 액셀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형화 하였다. 분석 결과로
는 특정 프로야구단의 기사 빈도 횟수와 어떤 단어가 가
장 많이 이슈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야구단의 순위는 
관중률의 증가 및 감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트렌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서 SNS에서 사람들이 작성하는 글과 댓글을 같이 크롤
링하여 감정 분석을 할 예정이며, 타율과 출루율의 상관
관계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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