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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빅데이터 분석은 스포츠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야구산업에서도 세이버 메트릭스를 활용하여 전술 훈련, 개인 훈

련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인 빅데이터 분석과 게임이론을 활용한 축구선수 영입 모델을 

야구에 적용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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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1년 개봉한 영화 ‘머니볼’은 메이저리그 최하위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Oakland Athletics)가 야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적을 

이뤄내는 영화이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은 이미 스포츠 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라 

부른다.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League)에서도 선수별 타점, 

타율, 희생번트, 출루율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록한 후 야구를 통계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인 세이버 메트릭스(Sabermetrics)를 

활용하여 전술 훈련이나 개인 훈련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1].

그렇지만 현재의 KBO 이적 시장은 스카우터가 경기를 관람하며 

그들의 직감에 의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영입 방식은 논리성과 객관성을 만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기대 퍼포먼스 를 야구에 적용시키

기 위하여 새로운 야구 기대퍼포먼스 를 정의하였다. 게임이론을 

대입하여 각 야구 구단이 최적화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축구뿐만이 아닌 야구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2].

II. Backgrounds

2.1 선수 역량 척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신력을 가지는 축구선수 평점 측정 사이트인 

‘후스코어드(Whoscored)'의 평균평점을 로 정의하고 선수 가치를 

예측한 사이트인 ’트랜스퍼 마르크트(Transfer Markt)'의 선수가치데

이터를 로 정의하였다.

임의의 포지션 ∈에 대하여 임의의 선수 ∈의 기대 

퍼포먼스 는 다음의 수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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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게임이론 대입

기존 연구에서는 구단과 구단의 경쟁구도가 아닌 내쉬 균형을 

통한 합리적인 선수 영입 모델을 제안했다. 각 구단들은 ,

∈로 , ∈를 기대한다. 하지만 가 높은 선수

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기존의 보다 높은 

값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임의의 팀 ∈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

정 는 수식(2)와 같다.

  arg  (2)

    (단, ∈ ∀
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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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odeling & Simulation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인 빅데이터 분석과 게임이론을 활용한 

축구선수 영입 모델을 야구 도메인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

았다. 본 시뮬레이션은 KBO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스테티즈(Statiz)'의 2017 KBO 선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좌익수와 우익수의 모집단을 추출한 후 수식(4)를 통해 를 계산하

였다. 기존의 축구를 도메인으로 한 연구는 평점 데이터 과 가치 

데이터 를 통하여 를 계산하였지만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우익수와 

좌익수의 수비 능력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스테티즈에서 정의한 

평균 선수 대비 득점 기여 수치인 sFR RAA(statiz Fielding Runs 

Runs Above Average)를 로, 포지션 조정이 포함된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 지표인 WAA with ADJ(Wins Average with position 

Adjust)를 로, 선수 연봉은 로, 선수의 연차는 라고 정의하였다

[3]. KBO에서는 선수 가치측정 시 구단마다 서로 다른 가산점과 

감산점을 이용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선수 포지션 ∈

에 대하여 임의의 포지션 ∈의 출장 경기 수 


라 정의하면 

선수의 가치 를 수식(3)과 같이 정의한다[4].

  


(3)

위의 변수들을 기반으로 한 야구 기대 퍼포먼스 는 수식(4)와 

같다.


 


 



  
 




 



  









  
 

(4)

야구에서는 좌익수로 기용된 선수가 우익수로 기용되기도 하고 

우익수로 기용된 선수가 좌익수로 기용되기도 한다. 즉, 각 구단의 

전술 및 상황에 따라 한 선수가 좌익수 혹은 우익수에 배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조수행(두산 베이스), 이명기(기아 타이거즈), 박정음(넥센 

히어로즈)이 동시에 자유 이적 시장 리스트에 올랐고 A팀은 우익수를 

B팀은 좌익수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했다.

좌익

우익
조수행 이명기 박정음

조수행 2.64(2.25) 2.64(1.13) 2.64(0.85)

이명기 2.16(2.25) 2.16(1.13) 2.16(0.85)

박정음 0.86(2.25) 0.86(1.13) 0.86(0.85)

Table 1. KBO 외야수 시뮬레이션 결과

<표 1>의 값들은 각 선수들이 우익수로 기용되었을 경우와 좌익수

로 기용되었을 경우를 구분하여 값을 계산한 표이다. 값이 클수록 

투자 대비 수비 능력 효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값이 가장 높은 경우는 4.89로 A팀과 

B팀 모두 조수행을 영입했을 때이다. 하지만 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두 팀이 경쟁을 하면 더 높은 금액의 연봉을 지불해야하고 

연봉이 상승하면 값은 하락한다. 즉,  ≠의 조건과 내쉬 

균형을 만족시키는 경우인 =4.41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4.41의 경우는 B팀에서 조수행을 좌익수로 영입하

고 A팀에서 이명기를 우익수로 영입하는 방법이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야구 산업에서의 선수 이적이 객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된 

감독의 직감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기존

의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과 게임이론을 통한 축구선수 

영입 모델을 야구에 적용시켜보았다. sFR RAA, WAA with ADJ, 

연봉, 연차, 포지션 별 출장 경기 수의 변수를 활용하여 야구 기대 

퍼포먼스인 를 제시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야구 기대 퍼포먼스는 수비에 국한된 지수이며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지닌다.

향후에는 이 한계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구단 

별 영입 최적화를 연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스포츠 

시장에 직접적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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