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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영상자료에서 수집한 2차 가공 데이터와 공식기록을 비교 및 활용하여 
패스 정확도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규명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총 128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 패스 
시간, 패스 위치에 따른 패스성공률을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활용해 검증했다. 연구결과 승패 집단 간 패스성공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패스시간 및 위치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패스시간에 따른 패스성공률은 
전반전이 후반전에 비해 높게나왔으며, 15~30분 지점인 전반 중반(79.2%)과 60~75분 지점인 후반 중반(77.9%)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패스지역에 따른 패스성공률은 수비-미드필드지역(83.9%), 미드필드-공격지역(81.7%), 수
비지역(70.6%), 공격지역(61.1%)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월드컵 경기의 상대적 경쟁의 강도가 높은 특성에 따라 
승패 팀의 패스성공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매개변수를 적용해 승패 요소 보다는 경기내
용 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스포츠경기분석, 축구, 월드컵, 축구영상분석, 패스성공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empo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pass 
accuracy by utilizing the second processing data and official records collected from the 2018 FIFA 
World Cup Russia video data. For a total of 128 games, the success rate of pas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game, passing time, and passing position was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The 
result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groups, and no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for passing time and location. The difference in passing time was high in the first half, with the highest 
success rate in the middle of the first half (79.2%) and the middle of the second half (77.9%) in the 
15~30 minutes and the 60~75 minutes. Pass success rates were in the order of defense-midfield area 
(83.9%), midfield-attack area (81.7%), defense area (70.6%) and attack area (61.1%). In conclus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assing success rate of the winning and losing team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ve competitive strength of the World Cup games, and it is believed that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analyze the game contents rather than the factors of the winning and 
los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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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축구 경기 분석은 데이터 수집의 방법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1-3]. 특히 선수
움직임과 경기 내용을 기록하는 비디오 트레킹 기반 데
이터를 활용해 위치, 뛴 거리, 패스, 슈팅 등의 요인을 추
출하여 경기분석에 활용되는 등, 축구 경기 분석은 더욱 
정교한 기술적 분석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4-6].

축구경기의 역동성은 양적 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
으며, 다양한 외제적 변수로 인해 이론적 일반화에 한계
가 따랐다. 하지만 컴퓨터비전 기술을 접목한 영상트레킹 
시스템의 활용으로 신뢰도 높은 양질의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방법의 기술적 한계를 
낮춰 다양한 변수에 의한 연구가 가능해졌다[7]. 특히, 축
구 월드컵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
는 만큼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공식기록
을 활용한 빅데이터 자료의 특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8-11].

축구 공식기록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패스의 중요성을 보고했으며, 승패 결정요인에서 패스성
공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2]. 이처럼 축구에서 패스는 
모든 이벤트 빈도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며, 골에 직간
접적 영향으로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13,14]. 특히, 선수와 포지션에 따라 패스성공률은 다르
며(69.1%~84.2%),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15-17]. 
이에 패스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패스 유형 및 패턴 분석[18,19], 패스기록
을 통한 경기내용평가 및 지표개발[20], 사회연결망 이론
을 적용한 패스 분석[21, 22]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되
어왔다.

이들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통계기법을 통해 현장에서
의 전술적 활용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축구경기는 정해진 
시간과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시공간적 특성
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시공간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Lee & Kim[23]은 패스와 패스성
공률 모두 15분 단위로 구분된 시간 변화에 반응하지 않
았다고 보고했으며, Oh[24]는 공격지역에서의 패싱플레
이를 강조하는 등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일부 고려했다. 
하지만 한국대표팀 경기력 향상만을 위한 연구의 특성상 
일반화시키기에는 제약이 따르며, 시공간적 패스 특성과 
승패의 관계는 규명하지 않았다. 축구에서 패스는 승패를 
나누는 중요한 지표로 구분되는 만큼 승패집단에 따른 

패스의 시공간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8 러시아월드컵 전체 경기를 대
상으로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 특성에 따른 패스 정확도
가 승패로 구분된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패스의 시공간적 요인을 탐색함으
로써 축구 전술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전략을 위
한 기초자료제공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제축구연맹(FIF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주관 2018 
러시아 월드컵대회에 참가한 32개 팀의 조별예선 및 본
선 총 64경기를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맞붙은 두 팀
을 각각 독립된 자료로 총 128경기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후반 90분까지의 성적으로 집단(승, 무, 
패)을 구분했으며, 연장전은 고려하지 않았다.

2.2 연구변인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경기결과(3개 집단), 패스 시간

(6개 수준), 패스 위치(4개 수준)로 변인을 선정하였다. 
패스 시간은 전후반 90분 기준으로 15분 단위로 총 6개 
구간으로 구분했으며[23]. 패스 위치는 운동장을 가로로 
4등분해 수비지역(DF Zone), 수비-미드필드지역
(DF-MF Zone), 미드필드-공격지역(MF-FW Zone), 공
격지역(FW Zone)으로 구분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도구 및 방법
미디어를 통해 수집한 전체 경기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축구 분석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2명이 
Sportscode Elite V11(Hudl, USA)을 활용해 Fig. 1과 
같이 전체 경기를 부호화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경기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승, 무, 패)을 구분해 패스가 
시작된 지점을 기준으로 패스 시간(6개 수준), 패스 위치
(4개 수준)를 입력하였으며, 1경기를 2명이서 동시 입력
하는 방법으로 측정자간 신뢰도( )를 확보
하였다. 2명의 측정자의 주관적 경험이 필요한 분석
요인은 없지만 방송 영상 자료의 특성상 패스 위치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은 2명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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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석된 데이터는 국제축구연맹 공식홈페이지
에서 제공한 패스 기록과 최종 비교해 Microsoft® 
Office 2016 (Microsoft Corporation, Redmond, 
WA, USA)을 사용하여 자료의 정제 및 전처리 과정
을 거쳤다.

Fig. 1. Input window for analysis in SportsCode

2.4 자료처리
축구월드컵경기를 바탕으로 패스성공률의 영향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
정 변인에 따른 패스성공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또한, 승
패집단에 따른 패스시간(6개 수준), 패스위치(4개 수준) 
별 성공률의 차이검증을 위해 집단 간 효과와 집단 내 효
과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집단과 시기(패스시간, 패스위
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반복측정 이원배치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 way ANOVA)을 이
용하였다. 그리고 패스시간별, 패스위치별 성공률에 대한 
변량의 동질성은 Levene의 검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관계강도를 나타내는 효과크기(Effect Size)인 부분에타
제곱(Partial )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승패그룹에 주 효과가 있는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시기(패스
시간, 패스위치)의 주 효과가 있는 경우 반복측정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
을 사용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시기(패스시간, 
패스위치)의 차이가 나타난 경우에는 Tukey의 HSD 검
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도출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α= 0.05 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패스 기술 통계 결과 

이 연구에서 2018년 러시아월드컵 전체 경기에서 패
스 빈도 분석 결과를 Table 1과 같이 집단(승리, 패배, 
비김), 15분 단위 시간(15, 30, 45, 60, 75, 90), 지역
(DF, DF-MF, MF-FW, FW)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맞붙은 경기를 독립적으로 총 128경기를 대상으로 
64,469회의 패스 빈도를 분석한 결과 승패집단의 경기
당 빈도는 무승부 팀(555.1회), 승리 팀(506.3회), 패배 
팀(474.8회)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 경과에 따른 패스 빈
도는 추가시간이 적용되는 30~45분 구간(86.3회)과 
75~90분 구간(100.1회)에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
고, 전반전 보다 후반전 경기당 패스횟수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지역에 따른 패스 빈도는 수비-미드필드 지
역(192.3회)에서 가장 높았으며, 공격지역(56.7회)에서
의 패스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Subjects G Pass(N) % N/G

Group
Win 51 25,822 40.1 506.3
Loss 51 24,215 37.6 474.8
Draw 26 14,432 22.4 555.1

Time 

0-15 128 10,694 16.6 83.5
15-30 128 10,496 16.3 82.0
30-45 128 11,027 17.1 86.1
45-60 128 9,952 15.4 77.8
60-75 128 9,492 14.7 74.2
75-90 128 12,808 19.9 100.1

Zone
DF 128 8,576 13.3 67.0

DF-MF 128 24,610 38.2 192.3
MF-FW 128 24,026 37.3 187.7

FW 128 7,257 11.3 56.7
Total 128 64,469 100 504

G: Game, N: Number of pass
%: Number of pass / Total number of pass
N/G: Number of pass per game

Table 1. Frequency of pass

3.2 시간 변화에 따른 집단별 패스성공률
승패 집단별 시간 흐름에 따른 패스성공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형성 검정을 위배하여(=0.816,   =25.017, 
<0.05), Greenhouse-Geisser값을 적용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시간 변수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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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0.024), 승패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0.05). 

Fig. 2. Changes of pass success during time

Fig 2와 같이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0.05). 30분 이후 
승리집단의 패스성공률 하락과 60분 이후 패배집단의 
패스성공률이 상승했으며, 무승부집단은 75-90분 급
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able 3과 같이 시간 변수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후반전으로 갈수록 패스성공률이 감소하는 경향성
을 보였으며, 전 후반 모두 경기 중반에서 가장 높은 패

스성공률을 보였다. 특히, Fig 3과 같이 0-15분(79.2%)
의 패스성공률이 가장 높았으며, 75-90분(76.7%)의 패
스성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Fig. 3. Time flow of pass success

3.3 패스위치에 따른 집단별 패스성공률
승패 집단별 지역에 따른 패스성공률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형성 
검정을 위배하여(=0.411,  

 =110.057, 

<0.001), Greenhouse -Geisser값을 적용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지역의 주효
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84.886, 

Source      

Between-subjects
Group 0.027 2 0.013 0.395 0.675 0.006
Error 4.252 125 0.034 　 　 　

Within-subjects
Time  0.063 4.637 0.014 3.127 <0.05 0.024

Time * Group 0.044 9.275 0.005 1.082 0.374 0.017
Error 2.513 579.678 0.004 　 　 　



Table 2. Result of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Time Winner
(n=51)

Loser
(n=51)

Draw
(n=26) Time Total(n=128)

0-15 0.793±0.079 0.767±0.096 0.791±0.082 0.782±0.087
15-30 0.800±0.086 0.784±0.081 0.794±0.104 0.792±0.088

30-45 0.794±0.102 0.771±0.092 0.795±0.095 0.785±0.096
45-60 0.778±0.079 0.755±0.102 0.776±0.102 0.769±0.093
60-75 0.771±0.110 0.780±0.079 0.793±0.112 0.779±0.099
75-90 0.767±0.119 0.773±0.090 0.756±0.099 0.767±0.103



Table 3. The success rate characteristics of the time flow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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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0.695), 승패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0.05).

Fig 4와 같이 지역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0.05).
Table 5, Fig 4와 같이 지역 변수의 주효과에 대한 사

후분석결과 수비-미드필드지역(83.9%), 미드필드-공격
지역(81.7%), 수비지역(70.6%), 공격지역(61.1%)순으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p<0.05).

4. 논의
축구는 데이터를 다루는 컴퓨터 과학자들에게 매력적

인분야가 되었는데, 무작위로 움직이는 22명의 선수와 
공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정확
한 인과관계를 밝혀 승패모델을 찾아내고자 했으며[25, 

26], 축구경기 공식기록을 넘어 축구 경기의 내용을 충분
히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8]. 

이 연구에서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영상자료에
서 수집한 2차 가공 데이터와 공식기록을 비교 및 활용
하여 패스 정확도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규명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
구문제별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승패집단과 패스시간에 따라 패
스성공률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Source      

Between-subjects
Group 0.016 2 0.008 0.381 0.684 0.006
Error 2.628 125 0.021 　 　 　

Within-subjects
Zone 3.909 2.035 1.921 284.886 <0.001 .695

Zone * Group 0.004 4.070 0.001 0.150 0.964 0.002
Error 1.715 254.378 0.007 　 　 　

                                      

Table 4. Result of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Pass Zone Winner
(n=51)

Loser
(n=51)

Draw
(n=26) Zone Total(n=128)

DF 0.713±0.130 0.703±0.123 0.700±0.118 0.706±0.124   

DF-MF 0.842±0.067 0.833±0.069 0.838±0.073 0.838±0.069

MF-FW 0.821±0.077 0.810±0.071 0.821±0.084 0.817±0.076  

FW 0.622±0.098 0.603±0.088 0.604±0.090 0.611±0.092 


Table 5. The success rate characteristics of the zone          M±SD

Fig. 5. Each zone of pass successFig. 4. Changes of pass success each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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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시간에 따라 패스성공률은 승패 집단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Oh[27]는 한국대표팀 경기를 분석한 연구에서 승리
한 경기가, 무승부 경기보다 패스성공률이 높았다고 밝혔
으며, Lago-Peñas[28]는 패스성공률은 승패 팀을 나누
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Evangelos[29]는 승리 팀의 패스정확도가 
높아지는 이유로 승리 팀에서는 안전한 볼 배급 위주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반대로 2010 남아공월드컵을 분석한 연구에
서는 승패 팀 간의 패스빈도와성공률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했으며[30], Scoulding[31]의 연구에서도 경기력과 
패스성공률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패스성공률과 승패집단간의 효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승패집단간의 패
스성공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비되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 승패집단별 패스성공률
의 차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매개변수의 가능성(예: 점
유율, 전술 및 포메이션, 특정 선수의 활약)이 있음을 시
사한다[32]. 

패스시간에 따른 패스성공률은 승패집단에 관계없이 
전반전(0~45분)이 후반전(45~90분)에 비해 전체적으로 
패스성공률이 높게나왔으며, 특히, 15~30분 지점인 전
반 중반(79.2%)과 60~75분 지점인 후반 중반(77.9%)에
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중반에서 후반
으로 갈수록 치열한 경쟁에서 패스성공률이 상승했다고 
판단된다[33]. 또한, 전 후반 모두 초반과 종반에서 패스
성공률이 하락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짧은 
패스 정확도를 떨어뜨린다고 밝힌 연구결과[34]와 비슷
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패집단과 패스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30분 이후 승리집단의 패스성공률 하락과 60
분 이후 패배집단의 패스성공률이 상승했으며, 무승부집
단은 75-90분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승부가 결
정된 시점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기고 있는 팀의 경우 소극적 경기운영으로 인해 패
스성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반면, 패배집단은 경기를 
뒤집기 위해 일방적으로 더 많은 공격을 펼치게 되며 높
은 패스성공률을 기록했으며, 무승부집단은 서로간의 치
열한 공방에 의해 패스 성공률도 하락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승패집단과 패스 위치에 따라 패

스성공률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승패집단과 패스 위치 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패스  위치에 따라 패스성공률은 승패 집단에 관계
없이 수비-미드필드지역(83.9%), 미드필드-공격지역(81.7%), 
수비지역(70.6%), 공격지역(61.1%)순으로 나타났다.

승패 팀 간 패스위치에서 성공률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경기력이 낮은 팀일수록 수비지역에서의 패스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31] 이는 본 연
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
한 공간분석으로 상대 패널티 지역에서의 높은 패스성공
률은 승패를 나누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는데[35],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승패집단과 지역변수의 상호
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승패집단간 패스위치에 대한 
성공률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어있다.

이처럼, 축구는 경기내용과 결과는 절대적이지 않다. 
대부분 한두 골에 결정되는 승부의 특성상 우연적 승패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과 통계 방법
에 따라 결과가 상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즉, 
Hong[36]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축구경기를 분석할 때
는 승패의 요소를 생각하기 보다는 경기내용 자체를 평
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승패 집단에 따라 패스시간과 패스

위치가 패스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었
다. 이를 위해 2018 러시아 월드컵대회 영상자료를 수집
해 맞붙은 두 팀을 각각 독립된 자료로 총 128경기를 대
상으로 Sportscode Elite V11(Hudl, USA)을 활용해 경
기결과(3개 집단), 패스 시간(6개 수준), 패스 위치(4개 
수준)로 변인을 선정해 패스성공률을 분석하였다. 기술통
계 및 반복측정이원변량분석을 활용해 집단과 시기(패스
시간, 패스위치)간 효과 및 상호작용을 검증했다. 연구결
과 승패 집단 간 패스성공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패스시간 및 위치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패스시간에 따른 패스성공률은 전반전이 후반전
에 비해 높게나왔으며, 15~30분 지점인 전반 중반
(79.2%)과 60~75분 지점인 후반 중반(77.9%)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패스지역에 따른 패스성공률은 수
비-미드필드지역(83.9%), 미드필드-공격지역(81.7%), 
수비지역(70.6%), 공격지역(61.1%)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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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많은 공격시도는 패스성공률의 상승을 가

져오는데, 월드컵 경기는 다른 대회에 비해 치열한 공방
전이 펼쳐지는 대회 특성상 승패 팀의 패스성공률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경기 결과보다는 경기
내용 자체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패스성공률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축구는 90분 내내 움직이는 대표적인 동
적(Dynamic)스포츠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 동
적 영역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선수들의 전술
적 움직임과 수비전술을 고려한 분석[37]이 이루어져야 
실제 현장에서 전술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동적 움직임 특성과 다양한 매개변수를 
고려한 축구 경기 분석방향을 확보하고, 축구 경기에서 
나타나는 팀의 경기결과보다는 경기내용에 집중한 체계
적 분석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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