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도루,
데이터를 통해 보다.
001. 주제 선정 및 연구 목적
야구를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이론
에서는 도루 성공률이 70% 이하면 팀 득점에 손해를 끼치
기 때문에 시도하지 말라고 한다. 2016년 기준 KBO 경기당
도루 시도 횟수는 다른 리그에 비해 많지만, 도루 성공률은
70%를 넘지 못하였다. 앞서 말한 이론에 따르면 KBO에서
도루는 손해를 보는 전략이라 판단 될 수 있다. 하지만, 도
루는 팀의 사기 증진과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도루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
고 싶어 도루에 관한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한
다. 나아가 ‘도루 가능성’ 어플을 개발하여 야구팬들에게 야
구를 보는데 흥미 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

경성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강현수 박소정 이동건

002. 연구 과정 및 설문조사
1. 연구과정
주제선정

설문조사

기록지 작성

3. 설문 조사 및 결과

어플개발

데이터분석

포스터 제작

2. 기록지 작성 계획
같은 환경 속에서 미치는 도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장소를 사
직야구장으로 정하였고 조사 기간을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까지 1년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1, 2루 간 도
루를 시도하는 주자로 설정하였고 도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인적 요인(포수 저지율, 구속 등), 환경적 요인(기온, 우천
여부 등), 상황적 요인(3루 주자 유무, 홈/어웨이 등)으로 총 34개
의 변수를 수집하였다.

도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Google 설문지
를 활용하여 도루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에 따른 특성 중에서 영향을 미
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총 250개의 응답을 얻었으며,
이 중 활용 가능한 200개의 응
답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도루에 풍향(52.2%), 풍속(69.9%)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경기의 중반에 도루가 많이 이루어진다. (37.2%)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경기중 우천 여부

도루성공여부
O / X

이닝
(

득점상황

) 회 초/말

투수

팀이름

포수

●기록 출처 : KBO, MLB, NPB

경기 중 우천여부가 도루에 영향을 미친다. (86.2%)
O / X

주자
팀이름
타자의 손 좌 / 우

3루주자 유무

견제구수가 많으면 도루하기 어렵다. (73.1%)

아웃카운트

O / X
스트라이크

왼손잡이 투수일 경우 도루하기 어렵다. (66.2%)

볼
투수의 투구수

주자의 몸무게가 도루에 영향을 미친다. (71.6%)

견제구

● 기록지 양식

구속이 도루에 영향을 미친다. (78.3%)
● 자료 출처 : 네이버 스포츠

003. 통계 분석

004. 평점표 제작
1. 오분류표

1. 도루 성공에 대한 파이차트
1년간 경기를 통해 얻은 데이터의 도
루 성공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
행한 결과, 도루 성공이 66.9%, 도
루 실패가 33.1%로 나타났다. KBO
의 평균 도루 성공률과 비슷한 수치
로 나타나 통계분석을 통한 일반화
를 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의 생각에선 구속에 따라 도루 성공 여
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타났다. 하지만 교차분석 결과,
구속의 차이는 도루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의 속도가 빠르면 포수가 보다 빨리 송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보단 투수의 정확한 제구가 도루 저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분석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래프

2. 이닝에 따른 도루 성공 여부에 대한 교차표

표

교차표 및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예측치를 기준으로
오분류표를 작성한 결과, 오분류율이 24.7%로 나타났다.

파이차트

통계분석

표

2. 평점표

교차표 및 카이-제곱 검정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의 생각에선 경기 시점과 도루 성공 여부
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차분석 결과,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도루의 성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포수 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포수 컨디션 저하
가 일으킨 현상으로 보였다. 도루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선 적절
한 포수교체가 팀의 승리를 이끄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3. 구속에 따른 도루 성공 여부에 대한 교차표

통계분석

회귀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적합 이항 로지스틱 모형

총 34개의 변수 중 도루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11
개의 설명변수로 단계적 회귀법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변수를 추가, 제거할 때의 임계값으로 0.25를 지
정하였고, 그 결과 7개의 설명변수가 선택되었다. 위 그래프에
서는 수준 B를 기준으로 수준 A의 상대적인 승산비를 볼 수 있
다. 우투수일 때보다 좌투수일 때 도루 성공할 확률이 3.68배
높고, 3루 주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성공할 확률이 8.53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반보다 후반에 성공할 확률이
3.87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005. 어플 개발
분석을 통해 나타난 7가지 변수로 제작된 평점표를 통해 '도루 가능성‘ 어
플을 개발하였다. 실제 상황판에서 현재 경기 진행 상황에 대한 조건을 체
크 한 후 점수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 창이 나타난다. 결과 창에는 총
253점 중 자신이 입력한 조건에 대한 점수가 나타나는데, 총점에 가까운 점
수가 나올수록 도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래쪽에 위치
한 KBO 아이콘을 클릭하면 KBO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페이지에서 현
시즌의 리그 일정 및 결과, 팀 순위, 선수 기록, 구단 소개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아이콘을 클릭하면 네이버 스포츠 야구 페이지로 이동해 야구
뉴스,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이 어플을 통해 야구팬들에게 흥미 요소를 추
가시켜 보다 즐겁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6회 전국 대학생 오픈미니탭 포스터대회 / 주최 : ㈜이레테크 Minitab 한국지역독립대리점

도루에 대한 예측을 점수화하여 실제 경기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도루 평점표를 작성하였다. 평점표는 금융통계
분야에서 개인의 신용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공식을 토대
로 작성하였다. 신용 평점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POD(point of double odds) 방법을 사용하였고 POD는
20점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점수가 253점에 가까울수록 도
루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0점에 가까울수록 도루 성공 가
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평점 = 보정된 추정치 x [POD/log 2]
보정된 추정치 = (회귀계수 추정치) – (가장 작은 회귀계수 추
정치)

006. 결론 및 제언
결론 :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사람들의 도루에 대한 생각과 데이터로 살펴본
도루에는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 설문과 데이터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변
수가 있지만,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 주요 몇몇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변수도 존재하였다.
제언 : 2017년 KBO에서 도루는 타고투저 현상과 더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
유로 외면받고 있다. 하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이런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루
시도를 통해 2017년 8월 기준 도루 시도 횟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6연
승인 동시에 홈 10연승을 달리고 있다. 6월 기준 도루 성공률이 61.9%였던 롯데
가 도루를 주 전략으로 하여 좋은 결과를 낸 것을 보면, 야구 통계 분석을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