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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팀의 이점을 고려한 KBL 2006–2007 시즌 경기력 평가†

이승천1), 변종석2)

요 약

홈/원정 방식으로 치러지는 스포츠 리그에서 일반적으로 홈팀의 승률이 50%가 넘

는 현상에 대해 Courneya와 Carron (1992)은 홈팀의 이점(home advantage)이라는

용어로설명하고있다. 오늘날스포츠경기에서홈팀의이점은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

아드려지고 있어 팀의 경기력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홈팀의 이점을 고려한 선형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KBL 2006–

2007 시즌에서각팀의경기력을평가하였다.

주요용어: 로지스틱 회귀모형, 선형모형, 순위산정 시스템, 추정가능, 홈팀의 이점

1. 서론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서 팀 또는 선수의 순위를 산정하고 경기력을 평가하는 시스템

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팀 또는 선수의 평균적인 경기력에 대해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스포츠 경기의 흥미를 돋우는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스포츠 자체에서
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다. 예컨대, 테니스와 골프와 같은 개인 경기에 있어서는
선수의 랭킹에 의해 특정 대회의 참가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며 또, 랭킹에 의해 시드가 배
정되기도 한다. 한편, 국내 프로농구 또는 프로축구에서 팀의 순위는 선수보강을 위한 드
래프트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그러므로스포츠경기에서팀또는선수의경기력평가는
매우중요하며공정한기준에의해산정되어야한다.
탁구, 테니스 및 골프 등과 같은 개인 스포츠에서는 순위산정이 선수가 참여한 대회의

비중과 성적을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선수마다 참가한 대회가 다를 뿐 아니라, 대회의
비중에 대한 객관적 가중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순위산정시스템은 어느 정도 주관적 요
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리그 방식에 의한 팀 경기에서는 팀 별로 동일한 조건하
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므로 비교적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순위산정시스템이 작동 가능
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축구, 야구, 배구, 농구등은홈/원정방식의리그로운영되고있다.

특히, 농구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팬을 확보한 대중적인 스포츠로서 1997년 8개 팀으로 프
로리그가 출범하여 2006–2007 시즌에는 10개의 팀이 홈/원정 방식의 리그로 경기를 치렀
다. KBL 프로농구에서는 팀의 승률을 바탕으로 매 시즌 각 팀의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447-791)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한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교신저자: seung@hs.ac.kr
2) (447.791)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한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E-mail: jsbyun@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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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프로농구에 있어서는 팀의 승률이 반드시 팀의 경기력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즉, 국내 프로농구의 승패는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몇몇 선수들의 영향력
이매우커서팀의경기력보다는특정선수의컨디션이승패를좌우하는경우가많이있다.
또한, 프로팀의 경우 일반적으로 홈팬의 적극적인 성원이나 지지를 위해 원정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더 많은 승률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승률을 중심으로 평가
되는 순위산정 방식이 반드시 팀의 경기력의 높고 낮음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KBL 프로농구에서 팀의 경기력 평가를 위한 통계적 모형을 살펴
보고, 2006-2007 시즌의경기결과를중심으로모형의타당성을검토하기로한다.

2006–2007 시즌 KBL 프로농구 리그는 2006년 10월 19일부터 2007년 3월 25일까지
10개팀이팀별로각각 54경기(홈 27, 원정 27)를치러총 270 경기가진행되었다. 270 경
기에대한자세한통계는 http://www.kbl.or.kr에수록되어있다.

2. 홈팀의 이점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홈팀에게 이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잘 인식하

고있는사실이었으나, 스포츠과학분야에서는비교적늦은 70년대와 80년대에홈팀의이
점(home-court advantage)에대한이론적연구가정립되었다(Courneya와 Carron, 1992).
예컨대, Schwartz와 Barsky (1977)는 홈팀의 이점이 열성적인 팬들의 지원에 기인하다고
하였고, Edwards와 Archambault (1989)는 사회적, 생물학적 등 여러 배경에 의한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홈팀의 이점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chwartz와 Barsky
(1977)는 홈 또는 방문 경기인지의 여부는 팀의 경기력만큼이나 경기 결과에 예측력이 있
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Smith (2003)는 야구나 축구의 경우 홈팀의 승률이 53%에 이르고
있으며, 농구와 하키 경기에서는 이보다 높은 63%에 달한다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 국내
에서는 김도현 등 (2007)에서 우리나라의 축구 A 매치 결과를 이용하여 홈팀의 이점이 경
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 결과에 미치는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 Pollard (1986)은홈팀의이점에대한본질및원인에대한체
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홈팀의 이점은 가장 덜 이해되고 있는 분야의 하
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Courneya와 Carron (1992)은 앞으로 이 분야
연구는 홈팀의 이점 존재 여부 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러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홈팀의 이점을 팀 별로 수량화하여 팀의 특징과 연결하
여분석하는과정이필요하다.
홈팀의 이점에 대한 수량화는 통계학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Stefani

(1980), Harville과 Smith (1994), Clarke와 Norman (1995) 등이 선형모형 등을 이용
하여 홈팀의 이점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즉, Stefani (1980)는 미식축구에
서 경기 결과에 대한 예측과 프로 및 대학축구팀의 순위산정을 위한 통계적 모형에 홈팀의
이점을 하나의 요인으로 도입하였다. 또, Harville과 Smith (1994)는 미국 대학농구에서
홈팀의 이점을 수량화하였고, Clarke와 Norman (1995)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영국 축구
에서홈팀의이점을수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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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BL 2006–2007시즌각팀의홈/원점경기에서승률및상대팀과의득점점수
차이의 분포

2006–2007 시즌에서 상대팀과 득점 차이를 홈경기와 원정경기로 구분하여 팀 별로 분
포를 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전체 팀을 대상으로 구한 홈팀의 승률은 약 54.1%으로
H0 : p = 0.5 vs H1 : p > 0.5에대한가설검정에서 p-값이약 0.10 정도로나타나전체적으
로는 홈팀의 이점이 승률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팀에서 홈경기와 원정 경기의 상대득점 분포가 상이하며, 몇 개 팀에서는 홈팀의
이점이크게작용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 그림 2.1에서괄호안의숫자는홈경기와
원정경기의 승률을 나타내는데, 팀 별로 홈경기와 원정경기의 승률을 비교하면 모든 팀에
서 홈경기와 원정경기에서의 승률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팀에서는 매우 유의한 승률
의차이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 KBL 프로농구에서팀의경기력평가를위해
서는홈경기의이점을반영한통계적모형이고려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모형
을통해홈팀의이점에대한수량화및각팀의경기력을평가하여보기로한다.

3. 경기력 평가모형

Stefani (1977)의 논문은 스포츠 경기 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초기의 선도적인
연구이었다. 이당시에는홈팀의이점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부족하여그가경기결과에
대한예측및팀의순위산정을위해수립한선형모형에는홈팀의이점을고려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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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Stefani의모형은
yijk = βi − βj + εijk (3.1)

과같다. 여기서 yijk는 i 번째팀과 j 번째팀이치룬 k 번째경기 (k = 1, 2, . . . , nij)의점
수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βi는 미지인 모수로서 i 번째 팀의 경기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εijk는오차항으로오차항간의상관관계는없다고가정하였다.

Stefani(1977)의 주 연구 목적은 경기결과에 대한 예측이었으며 경기가 추가되면 모형
의 추정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6 시즌에 치러진 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결과, 대학 미
식축구의 경우 3156 경기에서 약 72%의 적중률을 보였고, 프로 경기에서는 1043 경기 중
67.7%가 적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는 적중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임의로
선정된 300개의대학경기를살펴본결과, 홈팀의승률이 61%에달하고있었으며, 프로경
기에서는 150 경기에서 홈팀이 승률이 56%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적중률의 향
상을위해서는홈팀의이점이고려된모형의필요하다는점도언급하였다.
홈팀의이점에대한고려는 Stefani (1980)에서구체화되어다음과같은모형

yijk =





λ + βi − βj + εijk, i-번째팀의홈코트에서경기진행

βi − βj + εijk, 중립코트에서경기진행
(3.2)

을 통해 경기를 예측한 결과 (3.1)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Stefani의 두 번째 모형에서 λ는 홈팀의 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각 팀의 경기력
은미지의모수이며, 홈팀의이점은모든팀에서일률적으로같다는것을가정한모형이다.

KBL 프로농구에서모형 (3.2)의중립코트에서진행된경기의모형은서울삼성과서울
SK의 경기가 해당이 된다. 즉, 2006–2007 시즌에 잠실실내코트와 잠실학생실내코트가 각
각서울삼성과서울 SK의홈코트로지정되어있으나, 두코트는서울의인접장소에있어
서울을 근거지로 둔 두 팀의 경기에서는 특별히 홈코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즉, 두팀의경기는중립코트에서경기가진행된것으로볼수있다.
모형 (3.2)와 비교하여 경기결과의 예측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모형은 Harville과

Smith (1994)에 의해 제시되었다. 즉, 홈팀의 이점은 일반적으로 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Harville과 Smith는

yijk =





αi − βj + εijk, i-번째팀의홈코트에서경기진행

βi − βj + εijk, 중립코트에서경기진행
(3.3)

과같은모형을제시하였다. 여기서 αi는홈코트에서팀 i의경기력을나타내며, βi는방문

경기에서의경기력을나타낸다. 따라서홈팀이점은 αi − βi로나타낼수있고, 팀별로이
값이다를수있다.
각 팀의 득점을 홈경기와 방문 경기로 구분하여 표시한 그림 2.1에서는 홈팀의 이점

이 모든 팀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KBL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모형 (3.3)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KBL 2006–2007 시즌의 경기
결과를 3개의 모형에 적합 시킨 결과, ANOVA 검정에서는 3개의 모형이 모두 매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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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으로나타났으나평균제곱오차(MSE)는각각 116.47, 116.26, 115.90으로구하여져모
형 (3.3)이 경기력 평가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KBL 프로농구에서 중립코트에 대한 모형은 서울 삼성과 서울 SK 두 팀의 경기에서만 적
용되는데, 두 팀은 모두 서울 근거지로 둔 팀이기 때문에 중립코트에서의 경기 결과를 방
문경기에서의 경기력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즉,
두팀의경기는두팀모두의홈코트에서경기가진행된것으로볼수있으므로

yijk =





αi − βj + εijk, i-번째팀의홈코트에서경기진행

αi − αj + εijk, 중립코트에서경기진행
(3.4)

와같은모형을고려할수있다. 이모형에서구한평균제곱오차는 115.26이었으므로모형
(3.3)과비교하여적합성에서약간의진전이있었다.
프로리그 경기에서 경기력 평가 모형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홈팀의 이점과 더불

어 팀 간의 교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지역을 기반으로 둔 프로리그 경기에서는 라
이벌 관계에 있는 팀들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 삼성과 서울 SK 팀
은모두서울을기반으로하는팀으로라이벌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라이벌관
계에있는팀간의경기에서는때때로팀이경기력이상의능력을발휘하기도한다. 즉, 팀
간의교호작용이있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이다. 본연구에서도교호작용 γij를추가하여

yijk =





αi − βj + γij + εijk, i-번째팀의홈코트에서경기진행

αi − αj + γij + εijk, 중립코트에서경기진행

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ANOVA 검정의 p-값은 0.163으로 5% 유의수준
에서유의하지않았으며평균제곱오차(MSE)도 122.32(122.01, γij = −γji를가정한경우)
로증가되어교호작용은큰영향이없는것으로판정하였다.
모형 (3.3)은 영국 축구경기에서 홈팀의 이점에 대한 Clarke와 Norman (1995)의 연구

에서사용된

wijk = βi − βj + hi + εijk

모형과도유사하다. 여기서 wijk는홈팀과방문팀의점수차이인 yijk와는달리홈팀의승

패에 따라 1(승리), 0(무승부), -1(패)의 값을 갖는다. Clarke와 Norman의 모형은 종속변
수인 yijk와 wijk의차이만있을뿐, hi = αi − βi와같이쓰면 hi는모형 (3.3)에서와같이
홈팀의이점을나타내기때문에구조식자체는동일하다.
순위척도로 측정된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형모형보다는 순위로짓모형

(ordered logit model)이 선호된다. wijk는 순서척도로 측정된 변수이지만 2006–2007 시
즌 KBL 경기에서는무승부가없었기때문에로지스틱회귀모형이유용하다. 모형 (3.3)과
모형 (3.4)의 구조식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접합시킨 결과, 두 모형 모두 모형의 타
당성에 대한 우도비 검정에서 매우 유의하였다(p-값 = 0.001). 또, 두 로지스틱 회귀모형
으로 추정된 승패는 모두 72.4%의 적중도를 보이고 있으나, AIC 값은 두 모형에서 각각
365.767과 364.427로 구하여져 모형 (3.4)의 구조식이 근소하게 선호되고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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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 (3.4)의선형모형과 (3.4)의구조식을이용한로지스틱회귀모형

log
(

Pr[uijk = 1|α, β]
Pr[uijk = 0|α, β]

)
=





αi − βj , i-번째팀의홈코트에서경기진행

αi − αj , 중립코트에서경기진행
(3.5)

을 이용하여 2006–2007 시즌 KBL 프로농구 팀의 경기력을 평가하기로 한다. 단 uijk는

i-번째팀의승리한경우 1이되며, j-번째팀이승리하면 0의값을갖는다.

4. 홈팀의 이점 및 경기력 평가 결과

Harville과 Smith (1994)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 (3.4)는 추정가능(estimable)한 모수
에 대한 설명을 위한 좋은 예제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즉, 팀의 수를 m라고 할 때 (3.4)의
디자인행렬(design matrix) Xn×2m의계수(rank)는 2m−1이되어 (3.4)에나타난개별적
인 모수 αi 및 βi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즉, 모수들의 선형함수

∑m
i=1 ciαi +

∑m
i=1 diβi는∑m

i=1 ci +
∑m

i=1 di = 0을 만족할 경우에만 추정 가능하다. 그러므로 홈팀의 이점으로 해
석될 수 있는 hi = αi − βi는 추정 가능한 모수이다. 또한, 평균적인 경기력을 갖는 가
상 팀과의 홈경기와 방문경기에서의 점수 차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δi = 1

2 [αi + βi −
1
m

∑m
j=1(αj + βj)]도추정가능한모수로서팀의전반적인경기력이라고해석할수있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모수는 단지 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모수

자체를경기력또는홈팀의이점으로해석할수없다. 그러므로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홈
팀의이점과전반적인경기력은평균적인가상적인팀과의홈경기승률과방문경기승률의
차이와두승률의평균으로측정한다. 즉, 홈팀의이점과전반적인경기력은각각

h∗i =
exp(αi − 1

m

∑
βj)

1 + exp(αi − 1
m

∑
βj)

− 1
1 + exp( 1

m

∑
αi − βj)

δ∗i =
1
2

(
exp(αi − 1

m

∑
βj)

1 + exp(αi − 1
m

∑
βj)

+
1

1 + exp( 1
m

∑
αi − βj)

)

와같이구할수있다.
표 4.1는선형및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KBL 2006–2007시즌각팀의경기력(δ)과홈

팀의 이점(h)을 실제 순위와 승률과 같이 나타낸 표이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경우 경기
력은팀의승률을바탕으로추정되었기때문에공동 2위와공동 8위팀들의순위를구분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순위와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선형 회귀모형에서 평가된 경기력의 순
위를 승률에 의해 평가된 실제 순위와 비교하면 경기력에서 9위로 평가된 “안양 KT&G”
팀이실제순위에서는 6위를차지한차이를보이고있었다.

KBL 프로농구에서 팀의 성적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6–2007 시즌 안양 KT&G에 속한 단테 존스라는 선수는 매스컴에서 “존스 효과”라는
신조어가생길정도로두드러진활약을보였다. 또, 안양 KT&G는시즌중반에주니어버
로라는 선수가 영입하였는데, 이 선수 역시 “버로 효과”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높은
활약을 보였다. 특히, 두 선수는 공수에서 손발이 잘 맞아 2004–2005 시즌 KT&G의 전신



KBL 2006–2007 시즌경기력평가 693

표 4.1: KBL 2006–2007 시즌팀순위와모형에의한경기력및홈팀의이점추정값

선형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순위 팀명 승률 δi(순위) hi(순위) δ∗i (순위) h∗i (순위)

1 울산 모비스 0.667 3.92 (1) 5.44 (2) 0.65 (1) 0.43 (1)
2 창원 LG 0.593 3.67 (2) 1.90 (3) 0.59 (3) 0.18 (3)
2 부산 KTF 0.593 2.02 (3) −0.71 (8) 0.59 (2) −0.09 (8)
4 대구 오리온스 0.574 0.85 (4) 1.19 (5) 0.57 (4) 0.13 (5)
5 서울 삼성 0.537 0.37 (5) 1.62 (4) 0.52 (5) −0.12 (9)
6 안양 KT&G 0.463 −1.74 (9) −2.55 (9) 0.46 (6) −0.04 (7)
7 서울 SK 0.444 −0.43 (6) −5.65 (10) 0.46 (7) −0.33 (10)
8 원주 동부 0.426 −1.21 (7) 0.36 (6) 0.42 (9) 0.14 (4)
8 인천 전자랜드 0.426 −1.26 (8) 5.99 (1) 0.43 (8) 0.40 (2)
10 전주 KCC 0.278 −6.14 (10) −0.13 (7) 0.28 (10) 0.05 (6)

인 SBS에서 두 선수의 활약으로 15연승의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였고, 2006–2007 시즌에
서도입단과동시에원정 5연승을거두는성적을올리기도하였다. 이와같은예에서보듯
이 KBL 프로농구에서는활약이두드러진특정선수의영입으로단순간에승률을높일수
있기 때문에 승률에 의한 경기력 평가에서는 특정 선수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점수에 의한 평가에서는 시즌 중의 경기결과가 모두 점수로 반영이 되
기 때문에 시즌 중 영입된 선수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승률에
의한경기력평가는특정선수의활약으로왜곡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 안양 KT&G의 2006–2007 시즌 순위는 단테 존스와 주니어 버로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시즌의평균적인경기력과비교하여높은순위를차지한것으로볼수있다.
홈팀의이점에 대한평가에서는로지스틱회귀모형과 선형회귀모형의추정에서순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 삼성을 제외하면 1 또는 2 단계 정도의 순위 변
동만 있어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서울 삼성의 경우 두 모형에서 산정된 홈팀의 이점
이 다른 팀과는 달리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될 수 있다. 즉, 서울 삼성
은 홈경기와 방문경기의 승률이 비슷하였으므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홈팀의 이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2.1의 상대득점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삼성
은방문경기에서패한경기는비교적많은점수차이로패한경우가많았고, 승리한경기에
서의점수차이는상대적으로적은것을볼수있다. 즉, 서울삼성은방문경기에서승리가
어렵다고판단되면최선을다하지않는경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경향은방문
경기의 경기력에 대한 평가가 낮추는 요인이 되어 선형모형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비
교하여홈팀의이점이상대적으로크게평가하게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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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대개의논문에서는홈팀의이점을승률로비교하는경향이있으나이는승률에의한비
교결과가상대적으로구하기쉽고이해하기편리한이유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홈팀의
이점이 홈팀의 경기력 향상에 의한 것인지 또는 방문 팀의 경기력 저하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으나, 두 경우 모두 홈팀의 경기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경기력의평가에서홈팀의이점은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현재의 KBL 리그의 순위산정시스템에서 홈팀의 이점에 대한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모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점수 차이는 팀의 순위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방문경기에서 패한 경기에 대해서는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형모형에 의해 홈팀의 이점을 평가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자세도 팀의 경기력의 일부라고 판단하면 모형 (3.4)는 경기력의
평가및홈팀의이점을판단할수있는모형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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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widely known that the home advantage plays an important factor for de-

termining victory or defeat in sport leagues. Thus a ranking system of sport league

should take account of the home advantage as a key factor. Various statistical

models are studied to rate the Korean Basketball league teams in 2006-2007 sea-

son. Among them, the model equation provided by Harville and Smith (1994) is

useful for constructing two ranking systems. Both systems give quite reasonable

quantifications of the team’s ability and the hom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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