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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축구에서 경기의 분석을 통해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은 감독이나 코치에게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볼 점유율이나 유효 슈팅수만으로는 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팀 네트워크를 통하여 경기분석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방법과 생성된 그래프를 통하여 전술을
분석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그래프 생성을 위하여 축구 선수를 노드로 하는
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두 번째로 생성된 팀 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필터를 통해
팀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판단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내용을 2006년
프랑스-이탈리아 월드컵 결승 경기에 적용하고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서론
축구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축구 전술 분석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1][2] 또한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경기
분석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 및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2)          
3)                  ≡  
여기서    ∈  . 단,  ≤    ≤ 

수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2 가지

여기서  는 같은 팀 내 선수()들로 구성
되며 선수들을 구별하기 위한  와 위치

주제를 제시한다. 첫째로, 팀 네트워크

  로 구성되어 있다.   는 특정 선수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한다.

(    )간 패스 코스이며, 일반적인 팀 네트워크

둘째로, 생성된 팀 네트워크 그래프로부터

에서는 4)에서 나온 것과 같이 방향성을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정의한 방법론을 실제 경기(2006년

가지지 않는다. 축구선수가 11명이므로
 는 11개,  는    개로 이루어 진다.

프랑스-이탈리아

하지만 실제로는   가 시간에 따라 생성

추출하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월드컵

결승

경기)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맺는다.
2. 팀 네트워크 생성
축구 경기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팀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정의 1. 일반적인 팀 네트워크
일반적인 그래프를       와 같이
표현할 때, 일반적인 팀 네트워크   는

되므로 이를 시간에 대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4)            
5)           ＝       
6)                       
    ≡   





여기서        ∈   . 단,  ≤    ≤ 
정의 2. 방향성을 가진 팀 네트워크

실제로 패스는 선수 A에서 선수 B로 방향성을

표현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팀
네트워크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2)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팀 네트워크에서
특별히 공을 가진 선수를 포함하는 서브
그래프를   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3. 공을 포함한 서브 팀 네트워크
1)            ⊂  
2)         
3)   는   에서 시작되는 간선(  )만을
(그림 1) 필터1,2를 적용한  

포함한다. 여기서   는 공을 가진 선수

유효한 패스코스가 간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를 의미한다.

확인 할 수 있었다.
3. 유용한 정보 추출
이러한 팀 네트워크 자체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 필터를 적용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다.
필터 1. 거리 제한
특정 시간()에 선수 간 거리가 특정 거리
(distnum)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간선을

제거한다.
1) limitdist(   ,distnum)
  에는     ,     ,     가 들어갈
수 있다. 해당 필터를 적용하면 결과로 서브
그래프  ′  가 생성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팀 네트워크 그래프에 대한
정의와 정보 필터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 해당 모델을 적용하여 경기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프 생성에 있어서, 실제 공을 소유하는
선수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하였다.
추후에는 공을 소유하는 선수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다양한
팀 네트워크 모델 및 정보 필터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할 것이다.

필터 2. 다른 팀 선수 제한
특정 시간()에 선수 간 간선 위에 다른
팀 선수의 위치에서 유효거리(effdist)내에
있는 경우 해당하는 간선을 제거한다.
1) limitenemy(   ,     , effdist)

   는 해당 시간()에 다른 팀 선수들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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