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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축구 경기는 22명의 선수와 하나의 공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이동 객체 연구의 응용 분야이
다. 본 논문에서는 선수와 공의 궤적정보를 분석하여 축구 경기의 전략 및 전술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 본 논문에서는 이 도구를 SATO(Soccer strategy Analysis Tool)이라 한다,를 소
개한다. SATO 시스템의 부분적인 결과로, 본 논문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공격적
인 패스를 정의하고 SATO 시스템을 통해 이를 분석한다.
1. 서론

를 이용하여 축구 경기의 전술을 분석하

최근 다양한 비디오 분석 방법과 센서

는 축구 전술 분석 도구인 SATO(Soccer

기술의 발달로, 축구 경기에서 선수 및 공

strategy Analysis Tool)을 소개한다. SAT

의 움직임에 대한 궤적을 획득할 수 있게

O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이 시

되었다[1]. 이렇게 획득된 궤적을 통해 축

스템은 오직 선수와 공의 궤적정보만을

구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개발

이용하여 축구 전술을 분석한다.

되었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러 유명한
축구 클럽들에서 사용되고 있다[2,3].

특히 본 논문에서는 SATO 시스템의 부
분적인 분석 결과로 축구 경기에서 골과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들의 축구 경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격적인 패스(Pass

분석 방법은 득점이나 유효슛팅 수와 같

over Defensive Line, PODL)를 분석한다.

은 통계적인 분석이나 선수 개개인에 대

특히, 실제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의

한 분석[4] 또는 공격 방향에 대한 마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경기를 이용하여, SAT

닝[5]과 같이 매우 단순한 방법만을 제안

O 시스템이 PODL 들을 매우 정확하게

하고 있다.

분석해냄을 보인다.
2. 축구 분석을 위한 기본 정의들
축구 경기에서 선수 및 공의 위치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1] 경기장 및 경기 시간

F 는 축구 경기장을 나타내고, T 는 선
수 및 공의 위치정보를 획득한 샘플링 시
(그림 1) SATO 시스템의 구조

간 tk의 집합으로 나타낸다.
[정의2] 선수 및 공의 위치

본 논문에서는 선수 및 공의 궤적 정보
✝ 본 연구는 두뇌한국21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선수 p와 공 b의 시간 ∈  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가까운 k명의 수비들을 잇는 선으로 정의
된다. 즉, PODL은 kFDA 밖의 선수 p로부
터 오프사이드가 아닌 kFDA 내에 존재하
는 선수 q로 전달되는 패스를 의미한다.

3. 패스와 공격적인 패스
패스는 축구 경기의 전술을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패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의 터치를

정의한다.

[정의3] 공의 터치(Touch)
다음 두 조건이 만족되면, 선수 p는 시
간 tk에 공을 터치한다.
-           
-∠     ∠          or
             

(그림 2) PODL의 예

[정의3]은 선수 p가 공 가까이 있을 때

4. 결론

(   ) 공의 궤적의 각도(   )나 속도

본 논문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선수와

(    )의 변화가 발생하면 선수 p가 공을

공의 궤적정보를 분석하여 축구 전술을

터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패스는 다

분석하기 위한 축구 분석 도구인 SATO를

음과 같이 정의된다.

소개하였다. SATO는 공의 소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뿐 만 아니라 PODL과 같

[정의4] 패스(Pass)
시간구간        에서 선수 p에서 q

이 복잡한 전술들의 분석이 가능하다. 다

로의 패스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과 같이 보다 복잡한 전술들의 분석도 가

참이다.

능할 것이다.

양한 분석 모델을 추가함으로서 포매이션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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