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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스포츠 기록과 기상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

여 API와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한 다음 이것을 토대로 통계를 낸 후에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2019년 KBO 리그에 출전한 외야수 중에서 규정타석에 진입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상 데이터는 불쾌지수를 활용하였으며 70이상과 70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투수가 개입

하는 기록인 각종 타격지표에서는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외야수의 기록이 향상하였으나, 투수가 개입하지 않는 도루, 
볼넷, 투구 수, 도루 성공률, 타석 당 투구 수, 경기 당 투구 수 등의 기록에서는 외야수가 투수를 힘들게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야구 선수, 구단, 코칭스태프의 경기력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sports records and weather data was analyzed using the big data analysis method. 
To this end, data was collected by API and crawling, data was processed, statistics were performed, and data visualization 
was performed.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player who entered the regular at-bat among outfielders in the 2019 KBO 
League. In addition, meteorological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unpleasant index and above 70 and below 70.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various hitting indicators, which are the records that pitchers intervene, the higher the 
unpleasant index, the better the outfielder's record, but pitchers, walks, pitches, pitching success rates, pitches per turn, 
pitches per game From the records of the back, it was found that the outfielder made the pitcher difficul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data industry and the performance of baseball players, baseball 
teams, and coaching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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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시대의 인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하여 건강과 여가 관련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포츠 산업은 IT 엔터테인먼트와 건강관련 

산업에서 많은 접점이 있으므로 빅데이터 시장에서 부

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유망한 분야이다. 
또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 구단, 방송 매체 등은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날이 갈수록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는 스포츠팬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여주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

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1].
이에 상당히 많은 수의 프로스포츠 구단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초로 한 데이터를 경기력 향상에 활용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구에서는 세이버메트릭스

(Sabermetrics)가 있고, 농구에서는 APBR메트릭스

(APBRmetrics)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2차 기록

들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에 기반하여 작성되

는 경우가 많다. 경기장에서는 경기 이외에 많은 환경 

변수가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야구에서는 야외에서 경

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이 주는 환경 변수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KBO 리그의 규정 타석에 진입한 

외야수의 주루플레이 데이터와 타석플레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불쾌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외야수를 연구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포지션과는 

달리 팀 내에서 주전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포지션이다. 또한 외야수는 공격력과 주루플레이

가 좋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비에서도 한 번의 실수

가 실점으로 직결되는 확률이 높은 만큼 부담을 많이 가

지는 선수들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외야수들은 운동장

에서 가장 넓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울 때는 넓

은 곳에서 외롭게 바람을 맞으며 서 있고, 더울 때는 그

늘 한 점 없는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다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쾌지수가 외야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의 관련 연구에 이

어, 3장에서는 연구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고,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술한 후, 5장에서 결론 및 제언으로 맺

는다.

Ⅱ. 관련 연구

2.1. 스포츠 과학과 데이터 과학

스포츠 분야에서 데이터를 경기력을 높이는데 활용

한 예가 몇 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브라질 FIFA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 대표팀은 

빅데이터 전문 회사인 SAP와 제휴하여 팀의 경기 내용

부터 선수의 건강 및 생활 데이터까지 분석하여 팀을 관

리하였다[3].
물론 야구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추세로 진행되

고 있다. 야구는 종목의 특성 때문에 많은 정형 데이터

가 산출된다. 매 경기마다 누적 기록인 홈런, 안타, 타점, 
도루, 삼진, 승리, 세이브, 홀드 등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비율 기록인 타율, 출루율, 장타율, 평균자

책점, 승률 등이 갱신된다[4]. 또한 야구에서는 정형 데

이터뿐만 아니라 투구 궤적, 타구 발사각도, 투구 자세 등 

영상에서 출력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트랙맨(Trackman)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정형 데이터 형태로 출

력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야구 

기록을 과학적으로 통계분석한 데이터인 세이버메트릭

스(Sabermetrics)를 활용하기도 하고, IoT 장치를 활용

하여 상황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각 구단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적극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다[5-7].

2.2. 빅 데이터 분석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SAS(Statistical Modification System)
사에서 고안한 SEMMA(Sampling Exploration Modification 
Modeling Assesment)모형을 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는 분석-설계-수집

-구현-검증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 적용하는 SEMMA 
모형은 표 1과 같다[8].

Level Contents Application

Sampling
Utilization of

Statistics Technique,
Data Sampling

Requirement Analysis, 
Design,

Data Collection

Explore Data exploration 
and analysis

Requirement Analysis, 
Design

Modify Quantification,
Standardization,

Requirement Analysis, 
Design,

Table. 1 SEMMA Model for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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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상 데이터 활용

인간의 삶과 문화는 기후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후 특성이 인간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9] 특히 야구는 대표

적인 야외 스포츠 종목이므로 극히 일부분의 돔 구장을 

제외하고는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야외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야구 선수들도 기

상 조건에 따라 경기력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온과 

습도 등은 야수나 투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10].
본 연구에서 연구하려는 외야수 포지션의 선수들은 

경기에 임할 때 다른 포지션의 선수보다 넓은 거리를 뛰

어다녀야 한다. 또한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직사광선

을 받으며 경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여름은 글러브 

하나만 들고 뛰어다녀도 무더운 계절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날씨가 더운 6월에서 9월 사이에 불쾌지수를 측정

하여 발표한다. 불쾌지수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대표적인 생활 기상 지수이다. 따라서 대표적

인 야외 스포츠이자 멘탈 스포츠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야구에서 불쾌지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에 주목

하였다. 불쾌지수는 70 이상에서부터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80 이상에서는 반 이상의 사

람이 불쾌감을 나타내고, 83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

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11, 12].

Ⅲ. 연구 절차

3.1. 분석 대상 데이터 수집 및 생성

본 단계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API
와 Python Crawling을 활용하여 스탯티즈(그림 1, http:// 
www.statiz.co.kr)에서 규정 타석에 진입한 외야수의 일

일 경기기록을 수집하였으며, 기상자료개방포털(그림 2, 
https://data.kma.go.kr/)에서 각 구장별 불쾌지수 데이터

를 수집하여 CSV파일로 변환하였다. 

Level Contents Application

Translation, 
Grouping etc.

Data Collection,
Development

Modeling
Classification

Clustering,
Modeling etc.

Design,
Development,
Verification

Assesment
Model Validation,

Cross Analysis,
Feedback etc.

Design,
Development,
Verification

Fig. 1 Statiz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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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데이터 탐색

본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량화하여 다양한 통계량

을 나타내려고 데이터를 탐색한 후 선별하고 전처리하

였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 연구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포지션은 2019년 KBO리그의 

정규시즌의 규정 타석에 진입한 외야수를 대상으로 하

였다. 그 이유는 규정 타석에 진입한 외야수들은 대체적

으로 한 시즌 동안 꾸준히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어서 

데이터가 일정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어느 한 

시기만 출전한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쾌지수의 기준을 70으로 설정하였다. 불쾌지

수의 정의에서는 70부터 불쾌지수를 느끼는 사람이 있

다고 하였지만, 외야수들은 그늘 한 점 없는 장소를 뛰

어다닌다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였다. 또한 80 이상의 

불쾌지수가 측정된 날이 많지 않기도 하였다.
이를 선별하여 그림 3과 같이 외야수 기록이 있는 

CVS파일에 불쾌지수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3.3. 분석 데이터 수정 및 변환

본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량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야 하는 단계이며 데이터를 

그룹별로 분류해야 하는 단계이다. 
또한 스탯티즈에서 제공하지 않은 도루 성공률, 타석

당 투구수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식을 입력하였다.

3.4. 모델 구축

본 단계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분류/선별

하고 활용할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쾌지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데이

터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라운드에 서 있는 시

간으로 관련짓기 위하여 도루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주

루플레이에 관련한 기록을 분석하였고, 볼넷과 투구수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타석플레이에 관련된 기록을 분

석하였다. 이 기록들은 숫자의 크기가 클수록 그라운드

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데이터이다. 참고 데

이터는 각종 타격 지표 중 비율 기록(타율, 출루율, 장타

율, OPS)을 제시하였다. 타격 비율 기록을 참고기록으

로 정한 이유는 투수와 관련이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야구에서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투수가 지쳐서 기록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격기록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본 

Fig. 2 Korea Weather Data Open Port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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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표 2와 같이 불쾌지수가 70이상일 때 타격 

비율 기록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3.5. 모델 평가 및 검증

본 단계에서는 모델을 검증하고 교차분석 하기 위하

여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4
와 같다.

Fig. 4 SEMMA Model

Ⅳ. 연구 결과

4.1. 타격에 대한 참고기록

외야수의 타격 참고기록은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로 제시하였다. 홈런 등의 장타 기록을 제시하지 않

은 이유는 장타율 기록은 홈런, 3루타, 2루타 등의 장타 

기록이 포함되어야 올라가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표 2
에서는 불쾌지수 70 미만과 70 이상으로 분류하여 타격 

비율 기록을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불쾌지수가 70 이상이었을 

때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등의 타격 기록이 더 좋았

다. 이는 불쾌지수가 높아야 타격이 좋다고 해석하기 보

다는 투수가 지칠 시기가 여름이기에 타격이 전반적으

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즉, 외야수만의 기록이 아니라 

투수가 개입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Discomfort Index 70 under 70 upper

Batting Average .291 .305

On-Base Percentage .358 .367

Slugging Average .408 .450

On-Base Percentage
plus Slugging Average .766 .816

Table. 2 Batting Records of Outfielder

4.2. 주루플레이 기록

불쾌지수가 외야수의 주루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루플레이 기록은 투수와 관련이 크지 않

다. 왜냐면 도루는 주자의 의지가 개입하는 기록이기 때

문이다. 주력이 느린 선수는 포수, 지명타자, 1루수에 상

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며, 이들은 도루를 통하여 달리기

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외야수는 상대적으

로 주력이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각 팀에서 주루플

레이에 요구를 많이 받는다. 주루플레이는 불쾌지수를 

Fig. 3 Data Exploring and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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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정도의 무더운 여름에 체력이 소모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림 5를 보는 바와 같이 불쾌지수가 70
이상일 때 각종 타격 지표는 상승하지만, 경기당 평균 

도루 개수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6을 보는 

바와 같이 도루 성공률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야
구경기에서 도루 성공률이 70% 이상이어야 그 날 경기

에 도움이 된다. 불쾌지수가 70 미만일 때 도루 성공률

이 70에 가까우므로 상대적으로 경기에 도움이 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Steal Base Records 

Fig. 6 Steal Base Percentage

4.3. 타석플레이 관련 기록

불쾌지수가 외야수의 타석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타석에서 투수의 공을 많이 상대할수록 타석

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타석에서 공을 상대하는 타

석플레이 관련 기록 역시 투수와 관련이 적다. 왜냐면 초

구에 공을 칠지, 지켜볼지는 타자의 의지가 개입되는 기

록이기 때문이다. 그림 7을 보는 바와 같이 타석 당 투구 

수는 불쾌지수가 70 미만이었을 때 70 이상일 때보다 투

수가 공을 더 던지게 하였으며, 그림 8을 보는 바와 같이 

경기 당 투구 수도 불쾌지수가 70 미만이었을 때 70 이상

일 때보다 투수가 공을 더 던지게 하였다. 큰 차이가 아니

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한 게임 최소 아웃카운트인 27명을 

곱하면 불쾌지수가 70 이상일 때 상대편 투수가 게임당 

공을 1개 이상 덜 던지게 한다. 공 1개로도 아웃카운트를 

얻을 수 있고, 날이 더울 때 투수가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때 투수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Fig. 7 Record Number of Pitching per Batter Box 

Fig. 8 Record Number of Pitching per Game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야구 경기에서 불쾌지수가 외야수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투수가 개입되지 

않는 기록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도루를 중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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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루플레이와 투구 수와 볼넷을 중심으로 하는 타석플

레이를 기반으로 하였다. 실제로 각종 타격 비율 기록은 

투수의 경기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불쾌

지수가 높아졌는데 오히려 기록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타격 비율지표는 본 연구에서 의미를 두

지 않았다. 그러나 도루, 볼넷, 투구 수가 기반된 기록들

은 불쾌지수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정타석에 진입한 외야수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한 시즌을 꾸준히 뛴 선수를 대상으로 하여야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80 이상의 불쾌지수가 측

정된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70 이상의 불쾌지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이 

단지 경기기록만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외부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반 기술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차 기록이라 불리는 누적 및 비율기록, 2차 기록이

라 불리는 세이버메트릭스에 이어 3차 기록이라 부를 수 

있는 외부 환경 데이터 적용 기록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구단과 코칭스태프가 기록을 참

고하여 적절한 선수기용과 육성에 도움을 주고, 선수들

도 본인의 데이터에 맞추어 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므

로 경기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각 포지션 별로 상관관계를 분석

하는 것이며, 기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 지리 요

소를 대상으로 경기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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