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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프로야구에서 팀의 승률을 예측하는 것은 야구팬들에게중요한 관심사이다. 팀들의 승률을

1982년부터 2015년까지의 모든 한국프로야구 기록을 이용하여 야구의 피타고라스 모형과 선형회귀모

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 (root mean squared error; RMSE)을 이용하여 상

대적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승률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모형, 승률이 50%

근방에서는 선형회귀모형이 각각 효율성이 뛰어났다. 또한 전체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타고

라스모형이 상대적 효율성이 좋았으며, 효율성이 비슷하면 선형회귀모형이 사용과 이해도의 측면에서

좀더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주요용어: 선형회귀모형, 승률, 평균제곱오차의제곱근, 피타고라스모형.

1. 서론

야구는 승점제인 축구와는 다르게 승률로 각 팀의 순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야구에서 승률은 구단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이면서 팬들의 최대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년간 쌓인 통계데이터를 이용

하여 야구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찾고자 하는 연구 분야인 세이버메트릭스 (sabermetrics)에서는 오래

전부터 승률 추정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오늘날 학계 및 팬들에게 주목을 받는 승률추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James (1980)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피타고리안 기대승률

(Pythagorean expectation)로 명명되는 식 (1.1)이다. 여기에서 Wpct은 승률, RS는 득점, RA는 실

점, γ는승수 (exponent)를각각의미한다.

Wpct =
RSγ

RSγ +RAγ
(1.1)

승수 γ는 처음에는 2를 사용하지만 실제 승률과 공식에 의한 승률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미국 메이

저리그인경우 1.83을주로사용한다.

각 팀의 득점과 실점을 이용하여 예측되는 각 팀의 성적 및 행운을 가늠할 수 있는 피타고리안 기대승

률은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 미국의 스포츠전문 채널인 ESPN, 메이저 리그 야구

의 모든 선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baseball-reference.com 등에서 모두 인용되는 것

을 보면, 이제는 보편화된 야구 통계량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야구의 피타고라스 모형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활발한데, Miller (2006)는 야구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몇 가지 가정과 와이블 분포

를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성립함을 보였으며, 피타고라스 승수에 대한 연구들로는 미국 메이저리그인 경

우의 Davenport와 Woolner (1999), Cochran (2008), 한국 프로야구의 Lee (2014b) 등이 있으며,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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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는한국프로야구기록을이용하여 실제승률과피타고리안기대승률의차이가발생하는 원인을회

귀모형을이용하여설명하였다.

둘째 방법은 득점과 실점이 같으면 승률이 0.5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Jones와 Tappin (2005)에 의해

제안된식 (1.2)로기술되는선형회귀모형이다.

Wpct = 0.5 + β(RS −RA) (1.2)

하지만 이들은 승률을 어떻게 식 (1.2)로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는 이론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대신 1969년부터 2003년까지의 미국 메이저리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β의 추정치가

0.00053부터 0.00078까지 나타나며 그 평균치는 0.00065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식 (1.1)과 식

(1.2)의 연관성은 Dayaratna와 Miller (2013)에 의해 증명되었는데, 식 (1.2)는 단지 식 (1.1)을 1차까

지만 테일러 급수 전개 (Taylor expansion)한 결과이며 R̄을 소속구단의 평균득점이라고 할 때, 모수

β와 피타고라스 승수 γ 사이에는 β = γ(4R̄) 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승률과 연관

지어 득점을 추정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의 국내연구들을 소개하면 Lee (2014a)는 출루율에 1.56배의

가중치를 둔 가중 OPS (On-base Plus Slugging)가 경기당 득점과 가장 상관관계가 크다고 발표하였으

며, Kim 등 (2014)은 OPS를 계산할 때, 출루율 대신 희생플라이의 기여도를 반영한 수정된 출루율을

사용하는것을제안하였다. 또한 Kim 등 (2015)은득점생산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시뮬레

이션을활용하여타자의스코어링인덱스를구하였다.

야구의 승률 추정식에 대한 비교연구들은 인터넷상에서 대부분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데 그친

다. 또한 적용데이터의 개수가 한 두 시즌 정도이다 보니 과연 결과들이 신뢰가 될 수 있는 지도 의심이

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프로야구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의 효율성을 비교

하고 어떤 방법이 현실에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지를 결론을 도출하여 보며, (RS − RA)의 2차 테일

러 전개가 승률추정에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사용된 데

이터와 승률의 정의, 모형평가 기준, 선형 가능한 야구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소개한다. 3절에서는 두 가

지 승률추정방법을 한국프로야구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적합 시키고 상대적인 효율성을 비교한다. 마지

막절인 4절에서는본연구에대한논의, 결론및향후연구과제에대하여언급한다.

2. 연구방법

2.1. 데이터 및 승률의 정의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야구위원회 KBO (www.koreabaseball.com)에 기록된 전체 경기의 결

과를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98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있었던 263개 팀의 결과이다. 한편 승률의

정의는 KBO에서 1987시즌부터 1997시즌까지 사용한 식 (2.1)로 정의되는 승률 (Wpct)을 사용하였는

데, 여기서 W는승리한게임수, L은패배한게임수, T는무승부게임수를의미한다.

Wpct =
W + 0.5× T

W + T + L
(2.1)

본 연구에서 최근 KBO에서 사용하는 승률인 W/(W + L)대신 식 (2.1)을 사용한 이유는 한국프로야구

에대한모든공식적인기록들은모두무승부를포함하여집계되었으며따라서수십년동안의데이터를

무승부를제외하고재집계하는것은번거롭고식 (2.1)과매우유사한값을제공하기때문이다.

2.2. 통계패키지 및 모형평가기준

사용한 통계패키지는 SAS 9.3과 SPSS 22K이며 두 가지 모형에 대한 승률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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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형들의 효율성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추정량 선택기준은 평균제곱오차의 제

곱근 (root mean square error; RMSE)을사용하였다. RMSE는식 (2.2)와같이정의되는데, wi는 i번

째 게임의 승률, ŵi는 i번째 게임의 승률추정량, n은 총 게임의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RMSE 값은

승률을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퍼센트를 사용하였으며, RMSE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이 제일 좋은 추정량

이라고할수있겠다.

SE =

√√√√ n∑
i=1

(ŵi − wi)2/n (2.2)

2.3. 선형 가능한 야구의 피타고라스 모형

야구의 피타고라스 모형은 선형 가능한 회귀모형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데, 야구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부터다음식 (2.3)이성립한다.

W

L
=

RSγ/(RSγ +RAγ)

RAγ/(RSγ +RAγ)
=

(
RS

RA

)γ

(2.3)

따라서식 (2.4)와같이선형가능한회귀모형으로기술할수있다.

log(W/L) = γ log(RS/RA) (2.4)

이 경우 무승부 데이터가 포함된 한국프로야구 데이터를 야구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접목시키려면

W ∗와 L∗를 각각 W ∗ = W + 0.5 × T , L∗ = L + 0.5 × T로 두어서 식 (2.4)의 좌변을 log(W ∗/L∗)을

대체하면된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승률추정에 대한 피타고라스 모형 및 선형모형

본 연구에 고려한 승률추정 모형은 비선형모형 1개와 선형모형 2개이며 모양은 Table 3.1과 같다.

구체적으로 비선형모형은 야구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한 모형이고, 선형모형은 Jones와 Tappin

(2005)에의해제안된모형과수정모형이다.

Table 3.1 Explicit formula of three models

Method Explicit formula

Pythagorean Wpct = RSγ

RSγ+RAγ

Linear (single) Wpct = 0.5 + β(RS − RA)

Linear (separate) Wpct = β0 + β1RS + β2RA

그리고 Table 3.2는 1982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KBO 팀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모형과

RMSE를 보여주는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2개의 선형회귀모형보다 RMSE 측면에서 우수하며, 2개

의선형회귀모형은회귀계수의비교에서도알수있듯이거의비슷한효율성을보여준다.

Table 3.2 Estimated values for three models with RMSE: 1982-2015

Method Explicit formula RMSE

Pythagorean Wpct = RS1.831

RS1.831+RA1.831 2.835

Linear (single) Wpct = 0.5 + 0.000792(RS − RA) 3.143

Linear (separate) Wpct = 0.503722 + 0.000788RS − 0.000795RA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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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추정의 세 가지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승률과 추정된 승률의 차이에 절대값을

퍼센트로 변환한 계산한 결과를 승률차이 (winning percentage difference; WPD)로 정의할 때, Table

3.3은 WPD에 대한 기술통계 값을 보여준다. 세 가지 방법은 Table 3.2에서 제시한 추정모형을 이용하

였다.

Table 3.3 Descriptive statistics for WPD

Mean Variance Maximum Minimum

Pythagorean 2.228 3.084 9.760 0.0179

Linear (single) 2.394 4.156 13.584 0.0041

Linear (separate) 2.391 4.170 13.467 0.0178

Table 3.3으로부터 RMSE 결과와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한 결과가 다른 두 가지 선형

방법보다 평균과 분산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3.4는 팀의 승률에 따른 세 가지 방

법의 추정식의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인데 피타고라스 모형이 항상 선형회귀모형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특정 팀의 승률이 50%에서 55% 사이에 속하면 오히려 선형추정식의 효율성

이 약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선형회귀모형이 독립변수의 평균값 근방에서 효율성이 높

아지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는데, 선형회귀모형은 승률이 50% 근방에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나고 승률

이 50%에서멀어져서높아지거나낮아질수록피타고라스모형이효율성이좋아지는사실을알수있다.

따라서승률이대략 45%에서 55%에서는피타고라스모형과선형회귀모형의효율성이거의유사하다고

할수있는데, 전체 263개팀의결과중 109개가이구간에속하므로대략 41% 정도는효율성이같다고

할수있겠다.

Table 3.4 Comparison of three models with RMSE by Wpct

Wpct (%) Frequency Pythagorean Linear (single) Linear (separate)

Wpct ≤ 30 4 5.469 7.371 7.422

30 < Wpct ≤ 35 8 2.246 3.938 3.988

35 < Wpct ≤ 40 21 3.242 3.790 3.828

40 < Wpct ≤ 45 38 2.772 2.847 2.858

45 < Wpct ≤ 50 58 2.756 2.789 2.793

50 < Wpct ≤ 55 51 2.220 2.166 2.138

55 < Wpct ≤ 60 52 2.617 2.757 2.740

60 < Wpct ≤ 65 23 2.765 2.816 2.813

65 < Wpct 8 5.222 6.877 6.825

3.2. 선형추정식의 장점

선형회귀모형은 비선형모형인 야구의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해석이 훨씬 수월하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승률 선형추정식이 Wpct = 0.5 + 0.000792(RS − RA)이므로 승률을 1% 더 올리려면

연간득점과 실점의 차이가 12.63점 (0.01/0.000792)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팀 당 144게임을 치루

는 2016년 KBO 정규시즌인 경우에 72게임을 이긴 특정 팀이 80게임을 이기려면 승률은 50%에서

55.6%가 되는 경우이므로 득점과 실점의 차가 대략 71점이 되어야 한다. 한편 선형추정식은 직선이므

로 승률이 1 이상이 되거나 0 이하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에서는 전혀 발

생할수가없다고할수있다. 승률이 1 이상이되려면 RS −RA의값이대략 632점이상이고승률이 0

이하가되려면 RS − RA의값이 -632점이하여야하는데, 1982년부터 2015년까지 RS − RA의최대값

은 249, 최소값은 -3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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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차 테일러 전개식은 필요한가?

테일러전개는근본적으로함수를다항식으로근사시키는것이므로비선형추정식인야구의피타고라

스모형을고차의다항식으로근사시키면원래함수와의오차가점점줄어들것으로간주할수있다. 고

차의 다항식은 그만큼 많은 변수를 필요로 하므로 이절에서는 식 (3.1)과 같은 RS와 RA의 제곱항 및

두변수간의교호작용 RSRA의필요성을회귀분석의변수선택법을이용하여살펴보기로한다.

Wpct = β0 + β1RS + β2RA+ β3RS2 + β4RA2 + β5RSRA (3.1)

Table 3.5 All possible models report

R-Square Adj-Rsq C(p) AIC BIC MSE Variables in Model

0.1754 0.1722 1733.277 -1330.718 -1333.697 0.0063 RA

0.1703 0.1672 1745.422 -1329.120 -1332.105 0.0063 RA2

0.1651 0.1619 1758.043 -1327.469 -1330.460 0.0063 RS

0.8698 0.8688 57.584 -1814.159 -1813.197 0.0009 RS RA

0.8347 0.8334 142.388 -1751.385 -1751.667 0.0012 RA RSRA

0.8293 0.8280 155.289 -1743.024 -1743.459 0.0013 RA RS2

0.8794 0.8780 36.287 -1832.394 -1831.190 0.0009 RS RA RA2

0.8773 0.8759 41.356 -1827.857 -1826.782 0.0009 RS RA RS2

0.8702 0.8687 58.597 -1812.985 -1812.328 0.0009 RS RA RSRA

0.8928 0.8911 5.989 -1861.303 -1859.149 0.0008 RS RA RS2 RA2

0.8896 0.8879 13.682 -1853.605 -1851.743 0.0008 RS RA RS2 RSRA

0.8837 0.8819 27.899 -1839.945 -1838.590 0.0008 RS RA RA2 RSRA

0.8936 0.8916 6.000 -1861.331 -1859.052 0.0008 RS RA RS2 RA2 RSRA

변수선택에서고려할설명변수들은식 (3.1)에서등장하는RS, RA, RS2, RA2과교호작용RSRA을

사용하였으며, Table 3.5는 모든 가능한 회귀방법에 의해 제안되는 SAS 출력 결과인데, 변수선택 기법

으로는결정계수, 수정결정계수, Cp, AIC, BIC, MSE를사용하였다. 고려된모형들을비교하여보면변

수 1개인 경우보다 2개 이상이 확연하게 판정기준들의 수치가 좋아진다. 하지만 뚜렷하게 모든 면에서

최적이라는 모형의 선택은 쉽지가 않으나 변수절약의 법칙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변수 4개 (RS RA

RS2 RA2)인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간주된다. 객관적 근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단

계별 회귀 (stepwis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단계별 회귀방법에서 변수 추가 및 제거용 유의

수준의 값은 SAS의 디폴트인 0.15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Table 3.6은 단계별 회귀방법에 의해 제안되

는출력결과이다.

Table 3.6 Parameter estimate of stepwise regression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 |t|
Intercept 1 0.51076 0.04148 12.31 <.0001

RS 1 0.0015 0.00012502 11.98 <.0001

RA 1 -0.00153 0.00012217 -12.56 <.0001

RS2 1 -6.04E-07 1.07E-07 -5.67 <.0001

RA2 1 6.34E-07 1.04E-07 6.10 <.0001

제안된 모형은 모든 가능한 회귀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모형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자료를 잘 적

합 시킬 수 있는 모형은 득점과 실점의 제곱합을 각각 추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적합이 잘 되는 모형이 꼭 예측에 적합한 모형이라고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제곱항

을 배제한 선형회귀모형과 포함한 다항회귀모형의 RMSE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Table 3.7은 연도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에 4가지 모형의 RMSE를 보여주는 데, 득점과 실점의 제곱항을 고려한 다항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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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피타고라스 모형과 유사한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점을 주목하면 피타고라스 모형을 선형회귀모

형으로 근사시키는 경우는 이차항까지 고려하면 될 것으로 간주된다. 지면관계상 기술은 안 되어있지만

Table 3.4에서 RMSE가 피타고라스 모형이 작은 경우에는 RMSE 값이 피타고라스모형 < 다항회귀모

형 < 선형회귀모형, RMSE 값이 선형회귀모형이 작은 경우에는 선형회귀모형 < 다항회귀모형 < 피타

고라스 모형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RMSE 값은 Table 3.7처럼 이차항을 고려한 다항회귀모형은 피타고

라스모형과거의유사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었다.

Table 3.7 RMSE of win percentage models by year

Year Pythagorean Linear single Linear separate Quadratic

1982∼2015 2.835 3.143 3.142 2.851

1982∼989 3.399 4.233 4.233 3.461

1990∼1999 3.074 2.995 2.992 3.083

2000∼2009 2.426 2.405 2.406 2.413

2010∼2015 2.387 3.082 3.084 2.411

4. 결론

야구는 팀과 팀의 대결을 통해 승부를 결정지으며 승리는 상대 팀보다 많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결정

된다. 득점이 많은 팀은 적은 팀보다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실점이 많은 팀은 적은 팀보다 패할 확률이

높아 질 것인데, 이를 이용하여 한 시즌 동안 얼마만큼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이버메트리션의 입장에서 야구의 피타고라스 모형과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한

승률추정식을 한국프로야구에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RMSE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는데,

승률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방법이 효율성이 뛰어났고 반면에 승률이 50% 근

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효율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승률구간에서는 선형회귀모형의 효율성이

더좋았다. 전반적인수행능력은피타고라스방법이보다바람직한방법임을알수있었으며, 득점과실

점의이차항을추가한모형은효율성이거의피타고라스방법과유사하였다.

선형회귀모형은 활용할 때 매우 편리한데,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승률을 1% 더 올리려면 연간 득

점과 실점의 차이가 몇 점인지 알 수 있으며, 추정된 승률이 1 이상이 되거나 0 이하가 될 수 있지만 실

제에서는전혀발생할수가없다는사실을경험적으로알수있었다. 본연구의결과와관련된제한점으

로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RMSE의 관점에서만 추정량들을 비교하여 좀 더 포괄적인 비교를 못한 점

이있으며, 한국프로야구전경기데이터를모두사용하였기때문에이상치나영향점을제거하여회귀분

석을 적용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스포츠에도 적용하여 보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으로 간주되며 아울러 한국프로

야구는 메이저리그와 다르게 역사가 짧고 선수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관찰 구간에 대한 구분을 통한 비

교를하는것도의미있는연구가될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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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winning percentage in baseball has always been particularly inter-

esting to many baseball fans. We have fitted models including linear regression and

Pythagorean formula to the Korean baseball data of seasons from 1982 to 2015. Using

RMSE criterion for both the linear formula and the Pythagorean formula, we compared

two models in predicting the actual winning percentage. Pythagorean expectation is

superior to linear formula when there is either high or low winning percentage. Two

methods yield very similar efficiencies when the actual winning percentage is about

50%. To understand and use for estimating winning percentage, it is easier linear for-

mula as estimated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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