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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팀 경기력 평가에서 전술 요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축구 팀의 전술 사례를 중심으로
문 정 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 경기에서 팀의 전술 요인을 탐색하여
추출하고 범주화하고, 실제 경기 영상을 통해 전술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추출된 전술 요
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첫째, 전술 요인을 탐색하기 위
해 축구 지도자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 Interviews)을 수행하였다. 면접 내용에 대한
분석은 범주 합산 혹은 직접 해석 방법(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을 사용하였고, 요인 추출 및 범주화 과정
을 거쳤다. 둘째, 전술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경기
영상을 관찰하여 전술 요인을 측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술 요인
을 포함한 경기영상 기록지를 작성하였고, 측정의 모호성을 해결
하고자 각 전술 요인들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팀 경기
력 평가 요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K리그와 U리
그의 전술 요인에 대한 관측치를 비교하였으며, 통계적인 검정을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 i -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 요인은
축구 경기를 구성하는 4가지 국면(공격, 수비로의 전환, 수비, 공격
으로의 전환)에 근거하여 추출되었고 각 전술들은 경기의 상황과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실제 경
기 영상을 통해 전술 요인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공격 전
술의 경우 측정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일부 수비 전술에서 측정의
불확실성이 발견되어 측정 장비와 개념 정의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통해 리그 간 전술
운영의 차이를 확인했지만, 이것이 경기력 수준의 차이로 나타나
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
으로는 전술과 경기력의 관계를 검증할 수 없어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전술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 대상의 확대(리그 및 경기 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팀 경기력 평가, 축구 경기력, 축구 전술
학

번 : 2013-2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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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스포츠는 첨단 과학 장비의 적용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경기력 측정 및 평가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선수들의 신
체 부위별 운동능력, 산소포화도, 심장박동, 근지구력 등 다양한 지표가
측정되고 있으며, 비디오 레코딩 장비 활용으로 선수들의 동작이 분석되
거나 훈련 및 경기 장면을 촬영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네트워킹 기술과 데이터
전송, 처리 기술의 발달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경기 분석 프로그램
(Sportscode, ProZone, AMISCO 등)의 상용화를 이루었다(Carling et al.,
2005). 이처럼 최첨단 기술과 장비는 스포츠의 큰 축을 담당하는 스포츠
팀이나 선수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별 주체들의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방법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Groom & Cushion, 2004).
최첨단 장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서의 경기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경기력의 사전적 의미는 “경기 행위를 하는
주체가 경기를 해 나가는 능력”으로서, 그 의미를 스포츠에서의 경기력
으로 확장하면 “스포츠 경기 행위를 행하는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어
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Nevill, 2008)으로 정의된다. 개인
종목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선수 개인에 대한 분석과 개인의 경기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나, 팀 종목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아진다.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 아닌 팀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선수
들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윤영길, 2017). 또한 ‘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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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경기’라는 대상에 대해 완전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대
상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력을 평가하는
일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력 평가 관련 연구가 경기
또는 경기력의 일부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현장과
학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스포츠 경기력 평가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단일 수준
의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전체를 설명하려는 입장인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시작(Brustad, 1997)되었는데, 경기의 승패 결정요인과 경기력과의 연관
성에

관한

연구들(Hughes et al.,

1988; Yamanaka

et al.,

1997;

Luhtanen, 1993)과 경기력 구성요인을 통해 경기력을 설명하거나 개별요
인들의 합을 통해 경기력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
서는 경기력 개념구조(이용수, 2013) 및 구성요인에 대한 관계(윤영길,
2004), 경기력 평가를 위한 요인 탐색(김경래, 2009) 및 요인의 중요도
평가(홍성진, 2017)의 주제들이 연구 되었으며, 이를 확장하여 경기의 상
황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김경래, 2009; 홍성진, 2009)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용수(2013)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기력 평가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패스, 슈팅, 드리블, 볼키핑, 넓은 시야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요소들이 실질적인 경기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김주학(2007)의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팀 경기력 관련 연구들
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동안 학계에서 팀 경
기력 관련 논의가 개인 경기력의 합으로 인식되어옴으로서 현장과의 인
식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현장 적용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으며, 팀 관
련 경기력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윤영
길, 2017).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통한 접
근법은 환원주의적 관점이 지닌 한계를 보완할 개념적 틀로서 등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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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almon, 2015). Senge(1990)는 시스템적 사고의 개념을 “전체적인 패
턴을 명확히 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지식이자, 도구이자, 개념적 틀”로
서 정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김영성(1999)은 시스템 사고와 바둑의 사
고과정을 비교하면서 바둑을 정신적 기술이 요구되는 스포츠로 비유하며
시스템 사고와 스포츠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바둑과 스포츠의 공통분모
로서 경기 상황에 따라 기술, 전략, 철학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스포츠의 특성이 시스템 구조와 유사함을 설명하였다. Mclean(2017)의
연구에서는 시스템적 사고의 틀을 적용하여 축구 경기력에 관여하는 요
인들로서 경기의 다양한 상황들을 포함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였
다. 또한, Garganta(2009)의 연구는 동일한 구조적 틀을 적용하여 팀 스
포츠 경기에서 나타나는 전술 요인들을 구조화 하였다. 이처럼 시스템적
사고 혹은 구조적인 접근 방법이 스포츠 분야에 적용되어 경기 구조에
대한 해석을 이루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활용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팀 경기력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략·전
술 요인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Soltanzadeh(2018)의 연구에서는 팀
경기력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전술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는
데, 경기의 상황에 따라 팀의 목표가 결정되고 각각의 전략 및 전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경기의 상황과 팀의 목표를 포함한 팀 경기력의
결과물로 바라보았다. 즉, 전술이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을 나타내는 수단
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osta(2009)의 연구에서도 경기에서
의 상황을 공격과 수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목표와 전술들을 나열하였
고, Garganta(2011)는 Costa(2009)의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을 토대로 선
수의 전략·전술적 능력을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Garganta(2011)의
연구는 개념적으로 모호하여 측정이 어려운 전략·전술적 요인에 대해 측
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되며, 실질적인 적용 가
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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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에서 생성되는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팀 전
략 및 전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수의 전략·전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경기환경을 구현하여 진행한 실험연구(Garganta,
2009)에서는 실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요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지만 팀 단위가 아닌
개별 단위의 경기력을 측정하였다는 점과 실험환경으로서 경기의 일부
상황만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팀 전략·전술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축구 팀 경기
력 평가를 위한 요인 중 전술적 요인을 분류하여 소개하였고(김주학,
2007), 축구 경기력 분석 평가를 위한 개념구조 탐색 과정에서 전술적
요인을 분류하고 팀 전술 요인을 하위요인으로서 재분류하였지만(이용
수, 2013), 팀 전략·전술 요인의 측정 방법이나 측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경
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팀 전략·전술 요인들의 측정 가능성
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팀 스포츠 경기 중 축구 경기의 기본
구성을 공격, 수비, 전환 국면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따라 팀의 목표
와 전술이 선택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경기에서
팀의 전술에 관한 요인을 탐색하여 팀 경기력 평가요인으로서의 적용 가
능성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 경기에서 전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축구 전문가 집단을 대
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요인들을 추출하고 범주화한다. 둘째, 전술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실제 팀들의 자료를 수집하
여 비교 대상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팀 단위 경기력
평가가 개인 경기력의 합을 통해 팀 경기력을 바라본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팀 단위 경기력을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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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가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력 관련 연구들과 차
별성을 가진다. 또한 경기력 평가 연구에서 측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활
용되지 않았던 전술 요인을 탐색하고, 팀 경기력 관련 연구에서 전술 요
인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팀의 전술에 관한 요인을 탐색하여 팀 경기력
평가요인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축구 경기에서 팀의 전술 요인을 탐색하여 추출하고 범주화한다.
- 축구 경기에서 팀의 전술 요인은 무엇인가
- 축구 경기에서 팀의 전술 요인은 어떻게 범주화 할 수 있는가

2) 팀의 전술 요인에 관한 실제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
한다.
- 추출된 전술 요인은 실제 경기 영상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가
- 측정된 전술 요인은 비교 대상 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가

3) 위 연구문제의 달성을 통하여 팀 전술 요인의 측정 가능성 및 타당성
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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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 절

이론적 배경

경기력 평가에 대한 접근

1. 환원주의(Reductionism)적 관점
환원주의(Reductionism)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단일
레벨의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으로서, 어느 결과나 현상
을 설명할 때 그러한 결과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
고 그 중 어느 한 부분을 통해 전체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환원주의적
접근은 경기력을 구성하는 개별 요인들을 통해 전체 경기력을 설명하려
는 시도이다(Mackenzie & Cushion, 2013). 예를 들어 경기를 구성하는
선수와 선수의 패스, 드리블, 태클 등과 같은 개별행위들의 합을 통해 경
기력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경기력 평가에서 자주
등장한 배경에는 스포츠 경기가 지닌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데 있다. 경기력의 구성요인을 체력, 기술, 전술, 심리 요인의
복합함수(김의수, 2002)로 구조화하여 바라보는 시도는 부분을 통해 전체
를 설명한다는 환원주의적 관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선수 및 팀 경기력 평가 요인을 찾는 연구에 활용되었다. 국내·
외에서 이루어진 경기력 평가 연구 관련 주제들을 살펴보면 구성요인을
범주화 하여 경기력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해당
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하는 연구, 내용분
석을 통해 새로운 평가 요인을 추출하는 연구 등으로 확장되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경기력의 구성요인을 체력, 기술, 전술, 심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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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합함수(김의수, 2002)로서 바라보는 개념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스포츠의 복잡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상쇄할 수 있었다.
스포츠 자료 및 기록, 부호화 방법의 발달로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생성
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단일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는 점은 환원주의적 접근 방법이 지닌 강점이며, 스포츠 경기력 평가 연
구에서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이유 중 하나이다.

2. 총체주의(Holism)적 관점

총체주의(Holism)는 주어진 체계의 특성이 그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
들만으로 전부 규정될 수 없다는 의미로서,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앞서 설명한 환원주의적 관점의 접근으로는 경
기의 일부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스포츠 경기의
복잡다양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받아 왔다. 이는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관련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비판의 내용과
유사하며, 환원주의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평가는 평가 현장을 지나치
게 단순화하고 맥락(Context)에 대해서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Stake, 2010). 또한, Greene은 사회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복잡하고 역동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하고, 평
가 대상이 처한 환경이나 평가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야한다고 주
장하였다(Greene, 2004). 따라서 총체주의적 관점의 평가는 기존의 환원
주의적 관점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수단으로서 등장하였으며, 평가 대상과 관련된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
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총체주의적 관점의 평가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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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의 등장은 1960년대 이른바 패러다임 전쟁(Paradigm
war)을 거치면서 양적 연구방법이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부
적절하다는 주장을 통해서 대두되었다. 양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평가의
철학적 토대가 환원주의적 관점이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총체주의적 관점
의 질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평가의 장점이 부각되었다. 이후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 질적 연구방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되
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었다(Weiss,
1998).
그 중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는 총체주의적 관점이 적용된
사례이자 스포츠 경기력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는 개념이다. 시스
템 사고에서 정의하는 시스템(System)의 기본 개념은 특정 목표를 지닌
부분들이 모여 이룬 집합(Hutchens, 2002)이고, 시스템 사고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상들의 전체적인 특성과 패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자, 개념적 틀로서 정의
하고 있다(Senge, 1990). 이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개
별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총체주의적
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고 체계이다.

그림 2-1. 시스템의 기본 속성

시스템 사고가 스포츠 관련 분야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환원주의적 관점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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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enzie, 2013). 이는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된 경기력 평가가 스
포츠 경기의 여러 측면들을 간과하면서 설명력에 한계를 나타내었고 이
는 스포츠 현장에의 적용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
경에서 시스템 사고는 복잡한 스포츠 경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서 제시되었고, 김영성(1999)의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와 바둑의 사고 과정을 비교하면서 바둑을 정신적 기술이 요구되는
스포츠로 비유하여 시스템 사고와 스포츠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는 바
둑과 스포츠는 경기 상황에 따라 기술, 전략, 철학이 결정된다는 공통분
모를 형성하고, 스포츠 경기의 구조와 시스템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시스템 사고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팀 스포츠의
복합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며, 팀 스포츠 경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따라서

평가(Evaluation)의

제언하였다.
개념

중

정량적

평가(Quantitative

evaluation)는 환원주의적 관점 혹은 양적 연구방법의 부적절함에 대한
비판과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정성적

평가(Qualitative

evaluation)이자 총체주의적 관점 혹은 질적 연구방법의 대안적 수단으로
서 등장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스포츠 경기력 평가 분야에서도 자연스럽
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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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팀 경기력 평가

1. 팀 경기력 평가의 대상

팀 스포츠 경기력의 평가 대상은 개별 단위가 아닌 팀 단위이며, 개별
선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력 평가와 팀 경기력 평가는 동일선상
에서 바라볼 수 없다. 과거에도 팀 경기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팀 경기력을 개인 경기력과 다른 개념으로서 바라보았다.
Reep과 Benjamin(1968)의 연구는 스포츠의 기술적인 행동변인들을 사용
하여 팀 경기력의 차이를 설명하였고, 국내에서는 최경식(2008)이 축구에
서 팀 전술인 4-4-2 포메이션의 전술적 특성을 통해 팀 간의 경기력 차
이를 비교한 바 있다. 최경식(2008)은 득점시간, 득점지역, 공격방향 및
패스횟수에 따라 4-4-2 포메이션을 사용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득점방법에 있어 4-4-2 포메이션을 구사
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고,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팀들의 55%가 4-4-2 포
메이션을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팀 경기력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전술적 상황을 두
고 진행되어왔다. 김병율(2006)은 포메이션에 따른 공격패턴을 분석하여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포메이션에 걸쳐 특정 공격패턴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특정 포메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그는 포메이션에 따른 공격패턴의 시작점
을 분석하였는데, 해당 연구를 통해 축구의 전술적 상황에 맞는 팀 경기
력 평가 요인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축구의 팀 포메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격적 성향과 수
비적 성향을 파악하고 평가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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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주학(2007)의 연구에서는 팀 경기력 평가의 대상이 팀 구성 능력,
전술·전략 상황, 환경 요인, 컨디션 등 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종합적인 관점에
서 팀 경기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2. 팀 경기력 평가의 내용

스포츠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
alysis)과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정성
적 분석은 질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고, 정량적 분석은 양적 요인
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스포츠 경기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수치로서 산출되고 기록될 수 있는 요인은 양적 요인으로
서 분류하고, 비수치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기록될 수 있는 요인은 질적
요인으로서 분류한다(신재명, 2015). 축구를 예로 들자면, 패스, 드리블,
슈팅 등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한 수행 횟수를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경우 양적 요인으로서 분류하는 반면 전술, 심리와 같이 수치화하기 어
렵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 질적 요인으로서 분류한다.

그림 2-2. 경기력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분류

양적 요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술 관련 요인으로 패스, 패스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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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 유효슈팅, 골, 코너킥, 프리킥, 오프사이드, 태클, 경고 등이 있으며,
체력 관련 요인으로 총 이동거리, 스프린트 거리, 스프린트 횟수, 구간별
스피드, 심박수, 최대산소섭취량, 압박 횟수 등이 있다. 양적 요인에 대해
서는 수치화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되어 통계 처리
가 가능하다. 반면에 질적 요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술 관련 요인으로
판단력, 창의력, 동료의 활용, 공간창출 능력, 역할 수행 능력, 공수전환
능력 등이 있으며, 심리 관련 요인으로 선수 개인의 행동 및 태도, 집중
력, 의욕, 승부욕, 동료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 팀워크 등이 있다. 질적
요인에 대해서는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각 요인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
과 해석이 요구된다(윤영길과 김원배, 2004). 질적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관찰자의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질
적 연구 방법의 적용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
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제 3 절

팀 스포츠 경기

1. 팀 스포츠 경기의 특성
팀 스포츠는 두 팀 간의 대결로서 이루어지는 경기를 통칭한다. 팀 스
포츠 경기 안에서 선수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득점, 수비, 상대를
저지하는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 혹은 단체적 활동을 보인다
(Lames & McGarry, 2007). 팀 스포츠 경기에서는 상황에 따라 경기 환
경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대가 수비의 압박 강도를 높여 높은 위치에
서부터 수비하기 시작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
료가 퇴장을 당하여 수적인 열세에 놓이게 되면 전술의 수정이 필요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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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와 팀은 변화하는 상황에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느냐를 통해 경기의 능력이 결정된다(Garganta, 1997). 여기
서 적절한 대처 능력은 전략·전술의 개념과 상응하며, 상황에 따른 전략
및 전술의 활용이 팀의 수적 우위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유
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였다(Grehaigne, 1991).
팀 스포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환경적 요소에는 시간과 공간,
정보, 조직(팀)이 있다. 축구, 농구와 같은 경기의 경우 일정한 규격의 공
간 안에서 전반, 후반 혹은 1∼4쿼터 동안 경기를 하게 된다. 여기에 규
칙까지 추가되어 공격수가 상대 최종 2번째 수비수보다 앞의 공간으로
넘어갈 수 없는 오프사이드 룰의 경우 팀 스포츠 경기를 다른 스포츠 경
기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례이다. 정보의 경우, 경기에 따른 시간 및 공
간 정보와 경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판
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팀 스포츠 경기에서의 정보는 해당 스포츠만이 지
니고 있는 특성이다. 마지막 요인으로서 조직(팀)은 개인이 아닌 동료들
과의 협력으로 인한 결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혼자서 수비를 할 때
보다 협력수비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과
같다. 조직(팀)이란 요인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서 상호작용하는 팀 스포츠 경기의 특성을 설명하고, 개인이 발휘하는
능력보다

팀으로서

발휘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Grehaigne, 1991). 따라서 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환경적
인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경기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면서 경
기를 수행해 나가야하고, 이 지점에서 팀 스포츠와 개인 스포츠를 명확
히 구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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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스포츠 경기의 상황
팀 스포츠 경기에서의 상황을 설명할 때, 경기의 상황이라는 단어와
경기의 국면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외국 논문
에서 표현된 ‘Game Phase’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를 두고 개념적 합의 및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계와 현장에서 ‘Game Phase’라는 용어를 두고 ‘국
면’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황’이라는 단어가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 수적우위 상황이나 지연 상황)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적 모
호성으로부터 탈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면’이라는 단어는 경기에서 공격, 수비, 전환의 과정을 지칭하
기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포츠 현장과 학계에서 자주 사
용되고 있다.
축구를 구성하는 상황 혹은 경기 국면은 공격, 수비, 공격에서 수비로
의 전환,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있다. 공격과 수비를 구분하는데
있어 볼을 소유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 볼을 완전
히 소유한 상태라면 공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볼의 소유권을 잃
었다면 수비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본다. 공격 국면에서 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게 되면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수비 국면에서 볼의 소유권을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면, 수비에서 공격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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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축구 경기에서 상황에 대한 분류

(1) 축구 경기에서의 공격 국면

공격 국면은 일반적으로 팀이 공격하는 상황을 말하며, 볼을 완전한
형태로 소유한 뒤 공격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흔히
지공이라고 하며, 속공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격 국면에서 팀이
추구하는 목표는 득점, 공격기회 창출, 득점 가능지역으로의 진입이며 이
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혹은 전술로서 단계별 공격과 다이렉트 공격이
있다. 공격 국면에서의 팀이 추구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전술이 설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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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국면에서 팀이 추구하는 목표
↓
득점, 공격기회 창출, 득점 가능지역으로의 진입
↓
공격 국면에서 득점 가능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
↓
단계별(점유) 공격, 다이렉트(직선) 공격
그림 2-4. 공격 국면에서 팀의 목표 설정 및 전술 선택 과정

(2) 축구 경기에서의 공격 전환 국면

공격 전환 국면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국면으로 팀이 볼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의 볼을 탈환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흔히
속공이라고 하며 역습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공격 전환 국
면에서 팀이 추구하는 목표는 상대의 수비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빠른 공격을 통해 상대 위험지역 혹은 득점 가능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공격 전환 국면에서의 팀이 추구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전술이
설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격 전환 국면에서 팀이 추구하는 목표
↓
상대의 수비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득점
가능지역으로의 진입
↓
공격 전환 국면에서 득점 가능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
↓
롱 카운터 공격, 쇼트 카운터 공격
그림 2-5. 공격 전환 국면에서 팀의 목표 설정 및 전술 선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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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구 경기에서의 수비 국면

수비 국면은 일반적으로 팀이 수비 전열을 갖추어 상대 공격을 방어
하는 상황을 말한다. 수비 국면에서 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확장하면 상대가 위험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비 국면에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
역 수비와 압박 수비가 있다.

수비 국면에서 팀이 추구하는 목표
↓
상대가 위험공간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
↓
수비 국면에서 위험공간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
↓
지역 수비, 압박 수비
그림 2-6. 수비 국면에서 팀의 목표 설정 및 전술 선택 과정

(4) 축구 경기에서의 수비 전환 국면

수비 전환 국면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을 말하며, 팀이 볼의 소
유권을 잃은 직후 수비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때 발생한다. 흔히 속공이라고 하는 공격 형태에 대한 수비가 이루어지는 상
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비 전환 국면에서 팀이 추구하는 목표는 상대의 역
습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며, 빠르게 수비 전열을 가다듬어 상대가 전진 및 침
투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수비 전환 국면에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습 지연과 즉시 압박이 있으며, 이로서 축구 경
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면의 분류는 아래 그림 2-8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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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 전환 국면에서 팀이 추구하는 목표
↓
상대의 역습 공격을 저지하는 것
↓
수비 전환 국면에서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
역습 지연, 즉시 압박
그림 2-7. 수비 전환 국면에서 팀의 목표 설정 및 전술 선택 과정

경기 국면
공격 국면

볼을 완전히 소유한 뒤
이루어지는 공격 상황

공격 전환 국면

수비 국면

수비 전환 국면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수비 대형을 완전히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갖추고 난 뒤

전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격 상황

이루어지는 수비 상황

이루어지는 수비 상황

그림 2-8. 축구 경기에서 상황에 따른 구분

경기의 상황을 구분하게 된 배경에는 경기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팀 스포츠 경기가 지닌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력 측정의 어
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의 일부를 대상으로 분석하려는 움직임으로 나
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를 공격과 수비로 분류하게 되었고, 다양한 경
기의 상황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공격과 수비를 구분하여 전략·전술적 요
인을 비교, 확인, 검증하는 연구(Belli et al., 2015; Gomez et al., 2013)가
이루어졌고, 공격과 수비가 전환되는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Vogelbein et al. 2014; Morris. 2015; Tenga et al. 2010; Sarmento.
2013)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경기 국면에 대한 내용과 경기 국면을 통해
경기력을 이해하는 일은 이미 학계와 현장에서도 통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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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 스포츠 경기의 전술
팀 스포츠 경기에서의 전술과 관련된 연구 분야는 전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술의 개념은 전략의 개념과도
자주 혼용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전술에 대한 보편적 정의
는 외국의 저명학자 피터 드러커가 정의한 바에 따라, 전략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전술은 그 길을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전술이 작용할 여
지가 있고, 전략에 따라 전술이 결정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전략과 전술의 의미는 스포츠 경기라는 특수한 상황
을 반영한다.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목적은 경기에서의 승리
이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의 수
단과 방법은 전략과 전술의 의미와도 연관이 있다. 팀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를 예로 들자면, 축구에서의 전략은 다음 경기에서 상대 팀을 이기
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다. 상대 팀의 약점을 파악하여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술적, 체력적, 기술
적, 심리적 준비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선수들
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등의 모든 노력들이 전략의 범주 안에 속한다. 그
렇다면 전술은 보다 경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이다.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계획, 실행, 대처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경기의 시작 전, 중, 후로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격 상
황에서 팀의 목표는 득점이 되고, 득점을 위해서 볼을 소유해야 하며 볼
을 소유하기 위해 주변 동료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팀 차원의 전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전술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과 전술은 스포츠 경기에서의 목적인 승리에 초
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어느 범위의 개념까지 포함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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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분된다. 전술은 전략보다 실시간의 개념으로서 경기 자체에 개입
하는 것이고, 전략은 그보다 큰 범주로서 전술의 외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상황은 무수한 패턴의 연속이자 반복이다. 경기에
참여하는 개인과 팀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경기에서의 상황은 단순한
몇 가지의 패턴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 또한, 경기에서의 전술은 경기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무수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이처럼 스
포츠 경기에서의 전술이라 함은 개인과 개인, 팀과 팀의 상호작용의 결
과라는 점에서 이들이 경기에서 나타내는 전술적 행위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Sarmento et al., 2014).
이러한 경기의 복잡성을 구분하기 위해 경기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구분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축구 경기에서의 상황을 공격과
수비로 구분하여 선수의 전술 능력을 설명하려는 시도(Garganta &
Pinto, 1994)와 공의 소유권이 넘어간 직후의 상황을 대변하는 전환
(Transition) 과정을 포함하여 팀의 전술에 대한 개념을 탐색하는 시도
(Costa, 2009)가 있다. Garganta와 Pinto는 공격과 수비 상황을 볼을 소
유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고 공격 상황에 따른 실행단위와 세부구성단위
로 나누어 전략·전술적 요인을 설명하였다. 공격 단계에서 팀의 실행단
위는 볼의 소유를 유지하는 것, 공격을 위한 빌드업 과정을 전개하는 것,
상대의 진영으로 침투하는 것, 슈팅 기회를 만드는 것, 유효 슈팅을 이루
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비 단계에서 팀의 실행단위를 상대의 전
진을 막는 것, 상대의 활동 공간을 줄이는 것, 슈팅 기회를 차단하는 것,
볼을 재탈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각 실행단위에 따른 세부 구성단위
는 아래 그림에 제시한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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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축구 경기에서 상황에 따른 전술 요인의 개념(Garganta & Pinto,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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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ganta와 Pinto(1994)의 연구는 전략·전술적 요인을 경기의 단계에
따라 구분지어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Garganta(2011)는 이전 연구에서 도출된 전술적 개념들을 토대로
선수의 전술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공격상황과 수비상황에 요
구되는 선수의 전술적 요인들을 나열하였고, 이를 실제 선수들을 대상으
로 경기와 비슷한 실험환경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전문가 3인이 직접 선
수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측정항목들을 점수
화하여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공격 상황에 요구되는 전술 능력으로서
침투, 공격 지원, 거리, 공격적 이동성이 있고 각 항목에 따른 수준을 1
∼5단계로 구분하여 기입하는 것이다. 이 실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평가자 3인의 평가점수를 비교하였는데, 각각의 점수가 수행 난이도
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가자 3인의 결과 값의 변동에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개념적으로 모호하여 측정이 어려운 전술적 요인들의 측정
을 실제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기존의
경기력 평가 및 전술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지닌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
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제 4 절

팀 경기력 평가 관련 연구

팀 경기력 평가 관련 연구는 팀 경기력 평가에 대한 내용분석 및 개
념구조에 관한 연구와 특정 대회에서의 자료를 통해 팀 경기력을 비교하
거나 평가하는 연구로 분류된다. 팀 경기력 평가에 대한 내용분석 및 개
념구조에 관한 연구는 팀 경기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기존에 설정한 범위
가 아닌 그 이상을 설정하여 탐색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팀 경기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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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김
주학, 2007; 이용수 외 2인, 2013; 윤영길과 김정수, 2017).
김주학(2007)은 축구 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
데, 축구 팀 경기력 평가 요인으로서 ‘팀구성능력’, ‘전략·전술’, ‘환경’, ‘컨
디션’의 4개 항목과 54개의 하위 항목들을 제시했다. 김주학(2007)은 기
술, 체력과 같은 기존의 팀 경기력 평가 요인에서 벗어나 전술·전략, 경
기장 상황, 컨디션 등의 여러 요인들을 팀 경기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
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팀 경기력을 고찰하였다. 또한, 베이지안 분석방법
을 통해 탐색된 요인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요인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경기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용수 외 2인(2013)은 기존의 경기력 평가 연구에서 확장하여 현장
지도자와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경기력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용수 외 2인(2013)은 기존의 축구 경기력 평가 체계가 다루는 체력, 기
술, 전술, 심리의 영역 안에서 세부항목들을 추가 구성하였고, 거리, 속
도, 시간, 위치 등의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보완한다. 해당 연구에서 개발한 축구 경기력 분석 평가
척도의 구성은 체력 요인으로서 고강도 달리기의 15분, 30분, 45분 구간
의 빈도, 포지션별 최고속도로 달린 위치, 활동영역 별 시간, 전력질주
횟수를 포함하고, 기술 요인으로서 선수 간 패스관계도, FW지역, FM지
역, DF지역에서의 패스 성공/실패, 논스톱 패스, 원터치 패스, 투터치 패
스

횟수를

포함한다.

전술

요인으로서

경기중

나타난

포메이션,

FW-MF-DF간격, 공격시 FW-MF간 거리를 포함하며, 심리 요인으로서
관중석 야유 시 선수의 당황, 오심으로 인한 주심 항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윤영길과 김정수(2017)는 축구 경기력을 팀 경기력과 개인 경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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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개인 경기력의 합과 팀 경기력의 차이를 구
분하여 팀 경기력에 대한 자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팀이 경기에서 발현하는 경기력은 ‘축구정신’, ‘팀전력’, ‘개인전력’, ‘팀구
성원소통’으로 구성되며, ‘축구정신’은 축구를 하면서 체득되는 동시에 구
현해야 하는 가치, ‘팀 전력’은 경기에서 발현되는 팀의 플레이 특징, ‘개
인전력’은 경기에서 나타나는 선수 개인의 플레이 특징, ‘팀구성원소통’은
팀에서 선수와 지도자의 상호작용 친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이 연구는 팀 경기력 개념과 개념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팀 경기력 개념의 정의가 팀 경기력 평가의 대상
과 범위를 결정짓는 만큼 팀 경기력 평가 연구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
고 팀 경기력 평가 관련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특정 축구대회에서의 자료를 통해 팀 경기력을 비교 분석하
고, 비교한 결과를 통해 팀 경기력 평가 요인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
인하는 연구들이 있다(최경식, 2008; 박재현, 2008; 최형준, 2009; Sgro,
2015). 해당 연구들은 주로 경기력 관련 요인과 팀의 성적 혹은 결과와
의 관계성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경기력 요인과 기존의 경기력 관련 요인
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박재현(2008)은 ‘축구종목의 패스기록을 통한 경기내용평가’의 연구에
서 2007 아시안컵 축구회에서 나타난 한국 국가대표의 경기력을 평가하
기 위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경기내용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경기내
용 평가지표는 팀과 개인으로 구분되어지며, 팀 관련 지표의 경우 ‘공격
패스점유율’, ‘슛 결정력’, ‘공격위협도’, ‘수비력’, ‘빅3(선수)의존도’를 포함
하고, 개인 관련 지표의 경우 ‘공격패스시작율’, ‘공격패스기여도’, 공격패
스단절‘을 포함한다. 해당 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 팀의 경기 내용을 팀
관련 지표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대표팀은 공격패스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는 반면 수비력지수가 낮게 유지되어 수비력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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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음을 나타냈다. 해당 연구에서는 팀 관련 지표를 통해 얻은 결론
이 축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경기력 평가 내용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팀 관련 지표를 통해 팀 경기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최경식(2008)의 연구에서는 득점시간, 득점지역, 공격방향 및 패스횟수
에 따라 4-4-2 포메이션을 사용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하였고, 득점방법에 있어 4-4-2 포메이션을 구사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해당 요인들이 팀 경기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팀 경기력 관
련 요인으로서 검증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Sgro(2015)는 2012 유로 대회에 참여한 팀들의 경기력을 비교하여 팀
경기력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는데, 경기 요인을 득점 관련, 공격 전술 관
련, 수비 전술 관련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부항목들이 경기의 승리 팀
과 패배 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당
대회에서 승리 팀은 패배 팀보다 어시스트, 오프사이드, 코너킥, 공격 지
역에서의 행위의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앞서 설명한 결정 요인들은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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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팀의 전술에 관한 요인을 추출하고, 팀 경기력
평가요인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팀의 전술과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여
범주화하기 위해 축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둘째,
전술 요인의 적용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자료들을 검토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절차의 개요를
통해 기술하였고, 세부적인 연구과정에 대해서는 요인 추출 및 범주화,
실제 자료 분석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기술하였다.

제 1 절

연구절차 개요

본 연구의 절차는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축구 경기에서
의 전술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면
접을 수행하여, 전술요인들을 추출하고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팀
경기력 평가요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제 경기
영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분석 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를 도식화 한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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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절차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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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요인 추출 및 범주화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축구에서의 전술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구성은 감독,
코치, 경기분석관으로 선택하였고, AFC 지도자 라이센스 A를 보유하였
거나 이에 준하는 국제 공인 라이센스를 보유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선정은 일반화가 가능한 사례 수를 확보하
는 것보다 연구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Goetz & Compte, 1984). 따라서 연구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축구에 대한 전술적 지식을 갖추고 팀의 관점에서 전술을 바라
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의 전술 흐름을 반영하
기 위해 현직에 있는 지도자(감독, 코치)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기 분석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현직 경기 분석관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3-1. 축구 전문가 집단의 선정
직위

소속

라이센스

감독

대학

AFC A

감독

대학

AFC A

코치

K리그 1

AFC A

코치

K리그 2

UEFA B

수석코치

K리그 3

UEFA B

분석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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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축구에서 팀 단위의 경기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되어지는
여러 요인들 중 전술 요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계획되었다. 본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축구 전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
지만 축구에서 전술 요인이라 함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축구에서의 전술 요인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었고, 이후에 전술 요인이 팀 단위 경기력 평가요인
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전술 요인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탐색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축구 전술과
관련된 기존 문헌들과 현직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면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의 유형으로는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 Interviews) 방
식을 채택하여 탐색되어야 할 일련의 질문과 쟁점은 정해두지만 이를 탐
색하기 위해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유도한다거나 질문의 순서를 정해두
지 않았다. 단, 응답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구경기
에서의 상황을 연상하게끔 대화를 유도하면서 질문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면접 대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해당 의견을 질문함으로서 응답 내용에 관한 신뢰성을 검
증하였고, 2인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내용을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은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1회 진행하였으며, 전
술 요인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 1차 면접과 전술 요인의 범주화를 목적으
로 한 2차 면접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차 면접의 경우 전문가를 직
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2차 면접의 경우 직접 대
면을 원칙으로 하나 전문가의 거주지와 스케줄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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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 전화 면접으로 대체하였다.
면접 시작 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면접 대상자로 하여
금 질문의 핵심과 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응답 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해 녹취하였다. 녹취는 면접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고, 녹취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녹취 파일을 전사하여
한글(Hwp) 프로그램 문서파일로 변환하였다.

3. 심층면접 자료분석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분석방법인 범주 합산
혹은 직접 해석(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유사한 내용들을
하나의 개념 단위로 구성하였다. 범주 합산 혹은 직접 해석방법은 여러
의미가 하나의 범주로 수렴할 때까지 합산하는 방식(Stake, 1995)이며,
이와 함께 지속적 비교방법의 기본적인 전략은 개념구축을 지향하는 모
든 질적 연구방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허미화 역, 1998).
본 연구는 심층면접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방 코딩(Open
Coding) 기법을 채택하였다. 개방 코딩은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각
과 사고, 혹은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자료 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물체, 작용, 상호작용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개
념(concept)을 찾고,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
지는 사건, 물체, 작용, 상호작용에 대해서 범주화하여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도 문장 단위로 구성된 전사 자료를 한 단위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
는 개념명을 부여하였고, 유사한 의미와 개념들로 하위 범주를 구성한
뒤 유사한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상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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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

1. 연구대상
실제 자료 분석 단계는 축구 전술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절차로서 축구 경기 영상을 직접 관찰하여 해당 요인의 측정 가능
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국내 프로축구 K리그 1과 대학
축구 U-리그의 경기를 분석하였으며, 2018 U-리그 10경기와 2019 K리
그 1 10경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2. 분석 대상 리그 및 경기
리그

분석 대상 경기 수

2019 K리그 1

10경기

2018 U리그

10경기

표 3-3. 분석 대상 경기의 구성
리그

대상 경기
울산 vs 수원

전북 vs 강원

2019

경남 vs 성남

상주 vs 인천

K-리그

포항 vs 상주

인천 vs 경남

1~3R

대구 vs 제주

성남 vs 수원

대구 vs 울산

포항 vs 전북

중앙대 vs 울산대

용인대 vs 경기대

2018

숭실대 vs 용인대

숭실대 vs 경희대

U-리그

김해대 vs 중앙대

울산대 vs 동국대

왕중왕전

숭실대 vs 영남대

김해대 vs 배재대

배재대 vs 홍익대

영남대 vs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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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축구경기 기록지

실제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는 축구 경기 영상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경기를 관찰하
더라도 기록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한다면 수집된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처럼 축구 경기에서 일어
나는 사건이나 현상을 주관적인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방법
을 통해서 기록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스포츠 부호화분석(Notational
Analysis of Sport)이며, 관측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여 기록지를 작성하
고 경기를 관찰하는 일은 스포츠 부호화분석의 오래된 방법 중 하나이
다. 본 연구는 특정 장비의 도움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경기를 기록하고
자 하였으며,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서 기록지를 통한 영상 분석을 선
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축구경기

기록지의 양식은 다음과

그림 3-2. 실제 축구 경기 기록지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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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 축구경기 기록지에 대한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축구경기에 대한 기록을 연구자 본인이 수행하였기 때
문에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를 제외한 제 3자가 해당
기록지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축구 경기를 분석한
경험이 있는 2명을 섭외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경기는 2019년
K리그 1 3R에 있었던 경기이며, 2명의 기록원들이 각 팀에 대한 영상
기록을 수행한 뒤 본 연구자의 기존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3-4. 분석 경기 및 경기 기록지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2019 K리그 1 3R
대상경기

관찰된
기록요인 수

S팀

I팀

159(45)

98(25)

기록원 A

기록원 B

기록원 A

기록원 B

일치

149(38)

153(39)

88(20)

90(21)

불일치

10(7)

6(6)

10(5)

8(4)

정확도(%)

93.7(84.4)

96.2(86.7)

89.7(80.0)

91.8(84.0)

대상경기에서 관찰된 전체 요인의 수는 S팀 204개, I팀 123개였으며,
전체 요인의 수는 공격 유형과 공격 과정에 대한 관측치를 나타냈고, 추
가로 전술 요인에 대한 관측치를 기입하여 괄호 안에 나타냈다. 공격 상
황에 대한 정확도는 기록원 A, B 모두가 90%에 근접하였지만 전술요인
에 대한 정확도는 90%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전술요인의 특성 상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술요
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관찰자로 하여금 관측에서의 오차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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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축구경기 영상을 관찰하여 경기 내용을 기록하였고,
Microsoft Excel 2013에서 자료입력 작업을 수행하여 자료 분석이 용이
하도록 하였다. 이후 SPSS 25.0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
및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들의 관측
빈도를 비교하였다. 둘째, 수집한 자료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요인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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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팀의 전술 요인을 추출하고, 팀 경기력 평가요
인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요인 추출 및 범주화 과정과 실제 자료 분석 과정으로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각 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 절

요인 추출 및 범주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축구에서의 전술은 팀이 경기에서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팀의 목표를 이루기 위
한 전술을 경기에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팀이 직면해 있는 경기의
상황에 따라 전술의 유형이 결정 되는데, 예를 들면 공격인지 수비인지,
공격 상황인지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전술적 선택이 달라
진다. 따라서 경기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경기에서의 전술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뿐더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전술이
발현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만한 경기의 상황을 먼저 탐색하고 분류함
으로서 전술 요인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
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격 유형

본 장에서 공격 유형은 각각의 경기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의
형태를 의미한다. 공격 국면에서는 다이렉트(직선)공격과 단계별(점유)공
격이 공격의 유형을 이루고, 공격 전환 국면에서는 롱 카운터 공격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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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카운터 공격이 공격의 유형을 이룬다. 각 공격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계별(점유) 공격

단계별(점유) 공격의 명칭은 연구자가 직접 부여하였으며, 공격의 형
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내린 선택이다. 단계별 공격은 일반적으로
포지션 플레이(position play)라고 하며, 볼에 대한 소유권을 최대한 유지
하면서 상대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경기를 지배하고 공격 기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공격 방식이다. 동료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거
리를 유지하여 짧고 정확한 패스 연결이 가능하게 하고, 상대 수비라인
을 하나씩 돌파하여 전진해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전문가 B: “공격을 크게 분류했을 때 빌드업 플레이와 다이렉트 플레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빌드업 플레이도 측면으로 전개하는지 중앙으로 전개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고...”

전문가 B는 공격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볼을 소유하
면서 짧은 패스를 통해 전진해나가는 공격 형태를 빌드업 플레이로 표현
하였고, 긴 패스를 통해 중간 미드필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직선적인 공격 형태를 다이렉트 플레이로 표현하였다.

전문가 C: “공격을 분류하면... 포지션 플레이와 다이렉트 플레이...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반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전문가 C의 경우에도 공격을 크게 포지션 플레이와 다이렉트 플레이
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가 B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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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전문가들도 위에서 언급한 개념들을 통해 공격에서의 유형을 분류
하고 있었고, 공격의 모든 유형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볼의 소유권
을 유지하면서 패스를 통해 각 단계를 돌파해 나가는 공격 방법을 ‘단계
별 플레이’로 정의하고, 포지션 플레이 혹은 빌드업 플레이와 유사한 개
념으로서 바라보았다.

(2) 다이렉트(직선) 공격

선행연구를 통해 다이렉트 공격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
이렉트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격 지역으로의 직접적인
연결 혹은 직선적인 연결을 통한 공격 작업을 의미한다. 흔히 수비지역
에서 롱패스를 통해 전방으로 연결하여 빠르게 전진하는 것을 다이렉트
(직선) 공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전문가 A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A: “지역을 벗어나려면 굳이 빌드업 통해 벗어나는게 아니라 킥을
통해서 미드필더 지역 혹은 공격지역까지 한 번에 나가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득점을 하려면 이 지역을 벗어나서 공격 지역에 최대한 빠르게
가야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게 클래식한 다이렉트 플레이가 가장
이상적인거죠...”

다이렉트 공격의 목표는 공격 시 중간 과정(미드필더)을 거치지 않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득점 가능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의 축구 흐름에서 직선적인 축구로 묘사되는 공격 형
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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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C: “공격을 분류하면... 포지션 플레이와 다이렉트 플레이...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반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다이렉트 플레이 혹은 다이렉트 공격의 명칭은 포지션 플레이
(position play)의 반대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연구자가 이를 인용하
였다.

(3) 쇼트 카운터 공격

선행 연구를 통해 조사한 역습의 정의는 상대의 볼을 탈취한 상태에
서 전개되는 공격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카운터 어택(counter-attack)’이
라는 영단어로 표현하며, 현대축구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격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원인으로는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상대 수비진들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전
개할 수 있다는 점과 역습을 전개하는 지점이 상대 골문과 가깝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전문가 B: “흔히들 얘기하는 역습, 카운터는 쇼트 카운터와 롱 카운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상대 골문과 근접한 지역에서 볼을 탈취했다고 하면 쇼트
카운터, 먼 지역에서 볼을 탈취했다고 하면 롱 카운터에요.”

전문가 A:“쇼트 카운터와 롱 카운터는 역습이 시작되는 지점에 따라서
구분해요. 축구 경기장을 반으로 나눠서 상대진영, 우리진영이면...
상대진영에서는 쇼트 카운터, 우리진영에서는 롱 카운터로 볼 수 있죠.”

심층면접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공격 전환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공격 유형으로 카운터 어택을 문답하였고, 공격이 시작되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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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쇼트 카운터와 롱 카운터로 구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4) 롱 카운터 공격

롱 카운터 공격은 자기 진영에서 볼 탈취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개
되는 역습의 형태를 말하며, 쇼트 카운터에 비해 상대 골문으로부터 먼
지점에서 공격이 시작된다. 롱 카운터 공격의 목적은 쇼트 카운터 공격
과 동일하며, 상대 수비진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여 득점을 이루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격을 추구한다.
공격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면 공격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
격 형태는 단계별(점유) 공격과 다이렉트(직선) 공격이며, 공격 전환 국
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의 형태는 쇼트 카운터 공격과 롱 카운터 공
격이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 국면

공격 유형

공격 국면

공격 전환 국면

다이렉트(직선)

롱 카운터

단계별(점유)

쇼트 카운터

= 지공

= 속공

그림 4-1. 경기 국면에 따른 공격 유형의 분류

2. 공격 과정

각각의 공격 유형들은 공격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
친다. 단계별 공격의 경우 상대 수비라인을 하나하나씩 돌파하여 전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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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후방 지역에서부터 패스를 통해 상대의 첫 번째 수비라인을
돌파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 이후에는 추가 수비라인을 돌파하는 과정
이 전개되고,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지점과 상대 수비의 인원에 따라 돌
파의 형태가 달라진다. 상대 골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돌파와 상대 골
문과 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돌파가 다르듯이 공격의 과정에 따라 전술
선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고
자 경기 국면에 따른 공격 유형을 구분하였고, 더 나아가 공격 유형에
따른 공격 과정을 구분하였다. 각 공격 유형에 따른 공격 과정에 대한
분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공격

단계별 공격은 일반적인 공격 형태 즉, 볼을 소유하면서 짧은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형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는 일반적인 공격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단계: Build-up(빌드업)-Consolidation(전개)-Incision(강화)-Finish(마무리)
3단계: Construccion(건축)-Creacion(창조)-Finalizacion(마무리)

4단계 과정은 영어, 3단계 과정은 스페인어로 표현되었는데, 영어 단
어의 해석은 연구자가 직접 단어의 의미를 찾아 축구에서의 상황과 접목
하여 결정하였고, 스페인 단어의 해석은 선행연구자(강경훈, 2017)가 해
석한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3, 4단계로 표현된 과정들은 일반적인
공격의 과정을 나타내는데, 빌드업(build-up) 과정은 후방 지역에서 공격
을 시작하여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기 위한 플레이를 의미하고, 전개
(consolidation) 과정에서는 빌드업 과정 이후 상대 수비가 많아지는 상
황에서 공격을 전개하여 더 높은 위치로 전진하기 위한 플레이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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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강화(incision) 과정에서는 상대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침투 플
레이가 일어나고, 마무리(finish) 과정에서는 공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플레이가 나타난다. 3단계 과정의 경우 빌드업(build-up)이 건축
(construccion),

전개(consolidation)와

강화(incision)가

creacion(창조),

finish(마무리)가 finalizacion(마무리)로 표현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심층면접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질
의함으로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전문가 A, D의
경우, 축구를 세부과정으로 분류하여 바라보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
을 내비쳤다.

전문가 A: “축구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스포츠라 어디 하나를 딱 구분해서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게 어려워...”
전문가 D: “이론적으로는 (구분하는게)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될지... 판단도 잘 안 서고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공격 과정을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이
공격 능력이나 경기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
다.

전문가 B: “공격을 3, 4단계로 구분해서 본다는 것을 들어봤어요... 현장에서
공격을 평가한다... 팀을 평가할 때 실제로 구분해서 보지는 않지만... 세심하게
들여다 본다면 과정별로 구분해서 보는게 도움이 되겠죠.”
전문가 C: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다.. 라고 구분하진
않아도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본인의 관점이나 직관적인 것들로 공격을
바라볼 때 과정을 구분해가면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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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E: “축구는 복합적인거라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팀의 공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과정을 볼지
선택해야 되고 그걸 분류해서 본다면 도움이 되죠.”

각 과정에 대한 용어가 설명하듯이, 경기장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팀
이 공격을 전개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각 과정에서 상대 수비를 돌파하
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 달라진다. 단계별 공격의 목표는 상대 수비라인
을 돌파하는 것이고, 상대 수비라인은 공격수(1선), 미드필더(2선), 수비
수(3선)로 구성된다. 각각의 상대 수비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각 공격 과
정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를 돌파해내기 위한 방법이 전술로서 나타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계별 공격 과정이 빌드업, 전개, 강화, 해
결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고, 각 과정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나타
내었다.

표 4-1. 단계별 공격 과정에 대한 정의
빌드업

전개

강화

해결

상대 공격라인(1선)
을 돌파하여 전진하
기 위한 과정

상대 미드필더라인
(2선)을 돌파하여
전진하기 위한 과정

상대 수비라인(3선)
을 돌파하거나 득점
가능지역(패널티 박
스 안)으로 진입하
기 위한 과정

공격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과정

(2) 다이렉트 공격

다이렉트 공격에 대한 과정의 구분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없
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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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B: “일단 롱볼을 연결하고.. 이걸 따내서 직접 소유하거나 동료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이랑 비슷하겠죠.”
전문가 E: “볼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연계가 되야하고요... 볼을 키핑해서
동료한테 준다거나 그 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전개해서 나간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전문가 A:“타켓형 공격수가 있으면... 롱볼 차서 포스트플레이 해서 지켜낸
다음에 공격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은 상황에 맞게 진행되고요.”

심층면접을 통해 다이렉트 공격 과정에는 일반적인 공격 과정과 달리
롱패스(롱볼) 혹은 장거리 패스가 투입되고 볼을 경합하는 과정이 있다
는 점과 볼을 경합하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동료와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과정은 단계별 공격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으로 판단하여 강화 과정과 해결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강화’라는 단어의 의미상 다이렉트 공격 과정에서 전진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전진’ 과정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다이렉
트 공격 과정은 볼 투입, 연계, 전진, 해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과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4-2. 다이렉트 공격 과정에 대한 정의
볼 투입

연계

전진

해결

후방에서 볼을 소유
한 뒤 최전방에 위치
한 동료에게 볼을 투
입하는 과정

투입된 볼을 소유하
기 위한 과정으로
상대 수비와의 경
합, 볼 키핑, 리턴
패스, 헤딩 연결, 세
컨볼 획득 등이 이
루어짐

볼을 소유한 시점부
터 전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으
로 상대 수비라인(3
선) 돌파 혹은 패널
티 박스 내 진입을
목적으로 함

상대 수비라인(3선)
돌파 이후 혹은 패
널티 박스 진입 이
후 공격을 마무리하
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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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운터 공격 (쇼트 카운터, 롱 카운터)

카운터 공격에 대한 과정의 구분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
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구성하였다.

전문가 D:“패스가 횡으로 가는 것보단 대각선이나 종으로 가야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역습 상황에서는...”

전문가 A:“역습이라고 하면 일단은 빠르게 전개가 되야하니까... 전진을
해야되고 상대 골대 근처로 가서 마무리를 져야지.”

전문가 B:“역습 상황에서는 결국엔 갈수만 있다면 앞으로 나가는게 제일
효과적이니까... 전진하기 위한 전술적인 준비가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전문가 A, B, D는 카운터 공격 과정에서는 전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고, 전진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문가 E:“슈팅이 가능한 지점으로 제일 빠르게 연결이 돼서 해결을
봐야되니까. 5초 안에 과정을 끝내는... 준비가 되어야하고 빠르게 슈팅
가능지역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슈팅으로 해결하는 단계가 있고.”

전문가 B:“역습을 시작했으면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죠. 마무리 하려면 일단
슈팅이 가능한 거리가 되야되고 그러려면 (패널티)박스 근처로 접근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전문가 E, B의 경우 카운터 공격 과정에서 마무리 과정에 대한 중요
성과 슈팅이 가능한 지점으로 진입하는 것이 카운터 과정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역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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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빠른 공격이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패스의 방향이나 드리블의 목
적이 전방을 향해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의 플레이가 전진 성향을 띄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과정은 전진 과정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과정에
서는 상대 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하여 득점기회 창출이 가능
해야 하므로 진입 과정으로, 최종적으로는 마무리하는 과정으로서 해결
과정으로 명명하였다.

전문가 E:“역습 과정에서 쇼트 카운터랑 롱 카운터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역습 거리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공격옵션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정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전문가 E를 포함한 그 외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카운터 공격에서의
과정은 쇼트 카운터와 롱 카운터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유사할 것으로
보았으며, 공격 전환 국면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과정
을 통해 공격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두 카운터 공격의 형태가 거리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만큼 공격 과정에서 전술적 선택의 차이는 생길 수 있
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유사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쇼트 카운터 공격
과 롱 카운터 공격은 전진, 진입, 해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과정에 대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4-3. 쇼트 및 롱 카운터 공격 과정에 대한 정의
전진

진입

해결

볼을 탈취한 이후 빠르
게 상대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

전진 과정 이후 빠르게
상대 위험지역으로 진입
하기 위한 과정

득점가능 지역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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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격 전술

본 연구에서는 팀이 각각의 공격 과정에서 수행하는 공격 작업들을
전술로서 바라보았고, 상대 수비라인을 돌파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
부분, 팀 단위의 전술적 행위들을 전술요인으로서 바라보았다. 전술요인
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과 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공격

단계별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활용
한 전술’, ‘전방의 움직임을 활용한 전술’, ‘공격방향 전환을 활용한 전술’,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크로스를 활용한 전술’이라는 5개의 상위 범
주로 추출되었다. 5개의 상위 범주들은 13개의 하위 범주들로 구성되었
고, 하위 범주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 항목들은 다음 표 4-4, 표 4-5,
표 4-6, 표 4-7, 표 4-8, 표 4-9에 제시하였다. 표의 왼쪽 열에는 심층면
접 결과 및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이로부터 추출된 하위 범주들과 상위
범주들이 순서에 따라 오른쪽 열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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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단계별 공격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1)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동료의 지원의 중요성]
전문가 D: 상대 미드필더 라인부터는 전형을 촘촘하게 짜게 되있어요. 그
때부터는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볼을 안 뺏기려면 동료들이 움직여
야겠지 후방이든 사이드건 전방이건.
전문가 A: 어느 지역에서든지 쇼트 패스가 가능하려면 선수들끼리 간격
이 유지되어야겠죠.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거고... 그 과정에서 패스
길을 만들 수 있어야 되요.
전문가 B: 상대수비도 접근할 때 패스 길목 차단하면서 접근해요. 그럼
우리는 패스 주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면서 패스할 수 있게 선수들끼리 공
간을 만드는거죠.

#

[패스루트 형성의 중요성]

수적우위를

전문가 B: 처음 공격을 전개해 나갈때 전방이나 대각선으로 패스루트가

통한

있어야되요. 그렇지 않으면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볼을 전방으로 보낼수
없고...
전문가 E: 어떤 움직임을 통해 패스 길을 만들 수 있느냐... 3자의 움직임

패스투르
형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다음 플레이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
니까..
[수적우위의 중요성]
전문가 B: 기본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수적으로 상대 공격수가 압
박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골키퍼까지 활용해
서 빌드업해서 나갈수 있는 것이고...

콤비네이션

전문가 C: 라인을 하나하나씩 썰어나간다고 표현하는데... 패스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패스루트가 형성이 되야하고 그 지역에서

플레이

상대보다 숫자가 많아야 유리하죠.
[역할 이동]
전문가 A: 공격수가 후방 빌드업에 지원나가는 것도 원래 역할이랑은 다

#

르니까 결국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적우위를 점하려고 하는거겠지..

역할

전문가 B: 우리가 빌드업 할 때 우리가 포백이었다고 한다면 홀딩 미드필

이동을

더를 내려서 세명의 숫자를 둬서 상대 공격수보다 한명이 더 많게 둬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거죠.

통한

전문가 D: 흔히 펄스나인으로 알려진... 공격수가 후방으로 내려와서 볼을

수적우위

받는 그런 움직임도 기존의 역할을 바꿔서 수적우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형성

있겠고...
[2대1 패스, 원투패스, 월패스, 3자패스]
전문가 E: 상대라인을 돌파하려면... 기본적으로 원투패스를 해서 나가거
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원투패스 치고 나가
거나 3자 패스로 나갈 수 있어요.

#

전문가 C: 라인을 돌파할 때, 월패스, 3자패스로 이런 것들로 상대라인을
뱃겨서 나간다고 하죠.

유기적인

전문가 A: 2대1패스, 월패스, 3자패스 흔히 콤비네이션 패스라고 해요. 상

패스를 통한

대라인 돌파할 때는...

전진

[다이렉트 패스]
전문가 A: 다이렉트로 패스하는거.. 예를 들면 원터치로 바로 패스하거나
한번 잡고 바로 패스하는 것들.. 크게 보면 콤비네이션 패스로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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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단계별 공격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2)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라인브레이킹], [상대 뒷 공간 침투]
전문가 A: 그러다 최종적으로 수비라인을 돌파할려면... 공격수가 라인
브레이킹 해서 최종수비라인을 넘어야지.
전문가 C: 결국엔 뒷공간 침투가 이루어져야 위험지역으로 들어갈 수

# 침투 움직임

있는거고... 움직임이 있어야 패스도 할 수 있으니까...

을 통한 전진

전문가 E: 공격 작업에서 특히, 마무리 과정에서 전방 움직임이 중요하

(상대 수비 뒷 공

죠. 물론 패스도 중요하겠지만... 공간 침투가 되야 기회를 잡으니까

간)

[상대의 측면 수비가 노출한 공간을 활용]
전문가 B: 포백의 약점이 간혹가다 윙백이 전진해서 수비하면.. 측면에
서 후방지역에 공간을 내주거든요... 공격수가 그 공간으로 이동해서 전
개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 측면 움직임

전문가 A: 사이드에서 공격하다보면 상대수비도 몰리다가 윙백까지 몰

을 통한 전진

전방의
움직임

릴 때가 있어. 그럼 사이드에서 뒷 공간 보이니까 공격수가 이동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 공간을 활용]
전문가 D: 상대가 전방압박을 하면 수비라인을 올리겠지. 특히 미드필

# 후방 지원

더 라인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미드필더랑 수비 사이에 공간이 벌어져.

움직임을

공격수가 그 공간을 먹고 들어가서... 볼을 받을 수 있어야지..

한 전진

통

전문가 B: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적으로 딸린다 그러면... 공격수가 조금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비를
등진상태에서 볼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후방으로 내려와야 되요.
[상대수비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공간으로 이동]
전문가 B: 상대수비가 밀집되있는 공간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돌아가는거죠 빠르게 전환해서 올라가는...

# 탈압박

전문가 C: 상대라인을 뱃겨낼 수가 없다... 그럼 1차적으로는 상대압박
이 있는 지점에서 나오는거에요 탈압박이라고 하는..
[공격 작업이 가능한 거리에서 적절한 간격 유지]
전문가 B: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아는건데 공격할 때 패스를 받기위한
적당한 간격이 있어요.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모여있는데 거기다 간격
을 좁혀서 볼을 받게 되면 소용이 없겠지. 패스를 받아도 상대 수비가

공격

달라붙는데 시간이 걸릴만한...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될만한 거리에서

방향

받아야되는 거죠.
전문가 A: 볼은 사람보다 빠르니까, 패스로 볼을 이동시키는게 제일 빨
라요. 그러니까 선수 간의 거리가 중요한데 너무 붙어서 상대 수비의
범위 안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지죠.

# 방향 전환
을 위한 포지
셔닝

[의도적으로 간격을 무너뜨림]
전문가 A: 측면에서의 1대1 상황을 만들어서 너는 드리블 돌파가 좋으
니까 한명정도는 상대를 해.. 그럼 1대1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반
대편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 그런 패스를 할 수 있는 미드
필더를 위치를 잡게하죠.
전문가 D: 의도를 갖고 한쪽으로 쏠려있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상대가
쏠리면 반대쪽으로 전환하게끔... 중간에 링커도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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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표 4-6. 단계별 공격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3)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1대1 드리블 돌파]
전문가 B: 측면에서는 특히 상대 1명정도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굉
장히 좋죠. 패스로 풀어나가는게 안될 때나... 측면에서 한명 돌파하면 수적
으로 우위가 되버리니까...
전문가 C: 1대1 상황을 만들어서 돌파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빠르게 반대쪽으로 연결하고 1대1 상황 만들어서 돌파하고..

# 1대1 돌파

팀에 그런 선수가 있으면 측면 전술을 짤수 있죠.
전문가 E: 전형적인 윙어가 있는 팀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측면에서 1대1
상황 최대한 많이 만들자.... 이게 안 먹히면 바꿔야겠지만 중원에서보다는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개인

[공간 창출 드리블(스페이스 드리블)]

능력

전문가 E: 상대가 지역수비로 라인을 촘촘하게 짜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패스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라인을 조금 흔들어 놓는다고 할 수
있는데... 드리블을 해서 상대를 끌어오는거죠 이동시켜서 다시 패스 길을

# 드리블을

만들고 하는...

통한 공간

전문가 D: 중원보다 측면에서... 중원보다 압박이 덜하니까 그런곳에서는 개

창출

인능력이 중요할 수 있죠... 특히 중원에서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서 상대수
비를 끌고 간다거나... 사이드에서 상대 끌어놓고 오버래핑하는 선수한테 연
결하거나 하는...
전문가 E: 네.. 드리블로 상대 끌어서 패스 길 만들고 하는... 스페이스 드리
블이라고 해요.
[측면에서 크로스 활용]
전문가 B: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많이 하는 이유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
로 골문 근처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 골문 앞에 어느정도 인원이 갖
춰져 있어야겠죠 아무도 없는데 올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지니까..
전문가 D: 측면 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로스는. 측면으로 전개를 해나
간다 하면 공격수나 골문 근처로 몇 명을 준비시켜요 특정 움직임을 부여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크로스의 정확도나 헤딩으로의 연

# 크로스를

결여부 이런 것들을 준비하죠.

활용한 공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 활용]
전문가 D: 우리 공격수가 높이에 강점이 있다 그리고 패널티박스 안에 있

격

다 싶으면 크로스를 올려볼만 하죠. 사이드 끝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측면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에요.

(크로스)

전문가 E: 측면에서 더 이상 전진을 하기 어려운데 골문 근처에 동료가 있
으면... 얼리 크로스로 올려볼 수 있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올렸다 하면 전
술로 보기 어려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거다 싶으면 사이드 전술로
볼 수도 있죠.

# 컷백을 활

[측면 돌파를 활용한 컷백]

용한 공격

전문가 D: 개인돌파로 측면을 뚫으면 그 다음은... 패널티박스로 진입해서
컷백하거나 직접 해결... 드리블 돌파로 들어갔을 때 위협적이죠.
전문가 E: 측면에서 크로스를 하거나 컷백을 시도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선점해야하죠.
전문가 A: 드리블 돌파가 좋다 하면. 측면에다 배치해서 1대1상황 만들고..
들어가면 동료들 준비하고 컷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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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이렉트 공격

다이렉트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은 상위범주로서 ‘볼 경합 및
소유 능력을 활용한 전진‘,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활용한 전술’, ‘전방의 움
직임을 활용한 전술’,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이라는 4개의 상위 범주가
추출되었다. 4개의 상위 범주들은 5개의 하위 범주들로 구성되었고, 각 상
위 범주들이 구성하는 하위 범주들의 수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심층면
접 내용의 분류와 범주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표 4-7. 다이렉트 공격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볼키핑]
전문가 A: 롱볼로 전진을 하려면 우선 공격수가 받고 버틸수 있어야되.
동료들 올 때까지 키핑해서 넘겨주고 다시 이동하고...
전문가 B: 수비에서 롱볼 주고 공격수가 상대수비랑 경합해서 따 내고
등진다고 하잖아요? 공격수가 볼을 얼마나 잘 간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

# 포스트플

해요.

레이를

[공중볼 경합]

한 연계

전문가 B: 롱볼이 항상 공중볼만 있는건 아닌데 땅볼로 깔려서 올 수

통

포스트
플레이

있고... 그래도 공중볼의 비중이 더 높겠죠. 그랬을 때 헤딩 능력이나 공
중볼이 왔을 때 상대랑 경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겠죠 전방에
위치한 공격수라면..
[경합 지역으로의 지원]
전문가 B: 공격수가 혼자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상대수비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압박을 받죠. 그랬을 때 동료가 지원을 해줘야되
요 후방에서 접근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 E: 롱볼을 투입하면 공격수 근처에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수비에서 커버링 같은 개념인데 공격에

#

수적우위

서도 커버링 혹은 커버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상황연출을

전문가 C: 미드필더는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많아야 돼요. 공격수가 고

통한

립될 때 빠르게 지원 나가고 해야되니까..

전개

[경합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
전문가 E: 투톱을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투톱끼리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미드필더가 오지 않아도 다른 하나가 받쳐주고 할 수 있죠
전문가 C: 볼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유기적
인 패스가 이루어지고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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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콤비네이션
플레이

[세컨볼에 대한 대비]
전문가 E: 롱볼은 숏패스보다 정확성에서 떨어져요 실패할 확률도 크고
요. 그래서 세컨볼이 중요하구요. 세컨볼을 따내려고 가장 근처에 위치한
동료가 접근하기도 하고 팀마다 전술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거고...
전문가 A: 세컨볼 따내는 게 중요해요. 롱볼이 실패해도 공격을 이어갈

# 지원 움직임
을 통한 세컨
볼 획득

콤비네이션
플레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드필더들이 중간에서 활동량을 발휘해야되고.
[전방 지역으로의 침투]
전문가 A: 롱볼을 통해서 전진한다는건 상대 골문으로 빠르게 진입하겠
다는거야. 그럼 롱볼이 연결되고 나서도 최대한 빠르게 전진해야겠지. 가
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게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보고 찔러주는거
고.
전문가 C: 결국엔 뒷공간 침투가 이루어져야 위험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

# 침투 움직임

전방의

을 통한 전진

움직임

는거고... 움직임이 있어야 패스도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 B: 타켓형 공격수 보고 때려 넣고서 이게 연결 됐으면 그 다음
동작으로 더 깊은 위치로 침투하고 연결되야죠.
[빠른 드리블을 통한 전진], [빈 공간으로의 전진]
전문가 B: 리턴패스 받고 빈 곳으로 연결하거나 그게 안되면 드리블로
이동해야되요. 측면에서 1대1돌파랑은 다른 개념인데. 빈 공간으로 움직
여서 상대수비가 붙지 않게... 볼을 뺏기지 않으면서 이동할 수 있어야죠.
전문가 C: 상대수비 돌파하는 드리블도 있겠지만 빈 공간으로 빠르게 치

# 전진 드리블

개인
능력

고 올라가는 드리블도 있죠.
전문가 E: 드리블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스페이스 드리블 개념이
랑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그보다 전진 성향이 더 짙죠.

(3) 쇼트 카운터 공격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축구 전문
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에 관여
하는 전술요인은 상위범주로서 ‘전방 움직임을 활용한 전진’,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크로스를 활용한 전진’이라는 3개의 상위 범주로 추출되었고,
‘공간 배분을 통한 전진 움직임’, ‘상대 위험지역으로의 침투’, ‘1대1 드리블
돌파’, ‘상대 위험지역으로 빠른 크로스’라는 4개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각 상위 범주들이 구성하는 하위 범주들의 수는 각각 다르며, 심층면접 내
용의 분류와 범주화 과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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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
전문가 B: (역습 상황에서) 볼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중요해요. 어느
지점에서 볼을 뺐었느냐. 누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전에 훈련으로 연습하고 준비가 돼서.. 실전 경기에서 드러나는거에요.
전문가 A: 오프더볼이라고 하는...리버풀 같은 팀들은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되있어.
전문가 C: 얘가 움직이면 얘는 수비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볼이 없을 때

# 공간 배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요.

분을 통한

[공간 배분의 중요성]

전진

전문가 E: 볼을 탈취한 시점부터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몇 명이 앞에 있느
냐 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위치를 선점해가면서 전진하느냐 이게 중요해
요. 공간 배분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로...
전문가 B: 공간을 배분해가면서 들어가는 움직임도 있죠. 똑같은 방향으로

전방의

떼지어 갈 필요도 없고 상대수비 안 몰리게끔 공간 나눠서 전진하는게 필

움직임

요하고요.
[전방 움직임의 중요성]
전문가 C: 상대 골문 근처에서 (공격이)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역습 과정에
선 속도가 중요하죠. 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볼이 있을 때는 빠르게 드

# 상대 위

리블 쳐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상대 골문 쪽으로 찔러넣던가... 그 상황에서

험지역으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걸 해야되요.

로의 침투

전문가 D: 패널티 박스 근처로 빠르게 가서 공격을 마치는게 중요하죠. 앞
에 움직임이 있어야 (연결이) 되고.. 그 움직임을 보고 연결할 수 있어야..
전문가 B: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수비 복귀하고 하니까 공격이 많이 무뎌
지죠. 최대한 몇 초 이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게 준비한다거나 아무래도 볼이
사람보다 빠르니까 패스를 통해 연결하려 하죠. 골문 근처나 침투하는 동료
한테..
[쇼트 카운터 과정에서의 드리블 돌파의 효율성]
전문가 A: 상대 골문 근처니까 뚫으면 바로 슈팅찬스야. 그럼 드리블로 돌
파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 안되면 뒤로 돌리고 그건 상황에 맞게 선
택하는거야.
전문가 D: 역습 상황인데 동료들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죠. 패스할 수 없
다 그럼 드리블 돌파가 최선이죠 주변에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는 빨리 벗
어나야되니까.

# 1대1 돌

개인

파

능력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에게 연결하여 해결]
전문가 E: 아무래도 역습 상황이고. 골이 가장 많이 나는 상황이기도 하니
까. 득점력이 높은 선수나 공격수, 개인능력이 좋은 선수한테 연결하는 것
도 전술의 일부죠.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 상대 위

전문가 B: 측면에서 골문 근처로 빠르게 투입하려면 크로스도 많이 쓰죠.

험지역으

역습 상황이면 수비가 정렬해있지 않은 상태니까 더 효과적일수도 있어요.
전문가 C: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전방으로 투입하는 거... 크로스도 하나의

로의 빠른

방법이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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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크로스)

(4) 롱 카운터 공격

롱 카운터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축구 전
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 롱 카운터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전술요인은 상위범주로서 ‘전방 움직임을 활용한 전진’,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크로스를 활용한 전진’이라는 3개의 상위 범주로
추출되었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로서 ‘공간 배분을 통한 전진 움직
임’, ‘상대 위험지역으로의 침투’, ‘빠른 드리블을 통한 전진’, ‘상대 위험
지역으로 빠른 크로스’라는 4개의 하위 범주가 구성되었다. 해당 결과는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에서의 전술요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위
범주 중에서 ‘빠른 드리블을 통한 전진‘이라는 범주가 새롭게 구성된 것
으로 나타났다. 롱 카운터 공격의 경우 상대 골문으로부터 먼 지역에서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 혹은 빠른 템포에 대한 개념이 추가
되어 나타났다. 각 상위 범주들이 구성하는 하위 범주들의 수는 각각 다
르며, 심층면접 내용의 분류와 범주화 과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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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롱 카운터 공격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
전문가 B: (역습 상황에서) 볼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중요해요. 어느
지점에서 볼을 뺐었느냐. 누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전에 훈련으로 연습하고 준비가 돼서.. 실전 경기에서 드러나는거에요.
전문가 A: 오프더볼이라고 하는...리버풀 같은 팀들은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되있어.
전문가 C: 얘가 움직이면 얘는 수비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요.

# 공간 배

[공간 배분의 중요성]

분을 통한

전문가 E: 볼을 탈취한 시점부터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몇 명이 앞에 있느
냐 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위치를 선점해가면서 전진하느냐 이게 중요해

전진

요. 공간 배분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로...
전문가 B: 공간을 배분해가면서 들어가는 움직임도 있죠. 똑같은 방향으로

전방의

떼지어 갈 필요도 없고 상대수비 안 몰리게끔 공간 나눠서 전진하는게 필

움직임

요하고요.
[전방 움직임의 중요성]
전문가 C: 상대 골문 근처에서 (공격이)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역습 과정에

# 상대 위

선 속도가 중요하죠. 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볼이 있을 때는 빠르게 드

험지역으로

리블 쳐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상대 골문 쪽으로 찔러넣던가... 그 상황에서

의 침투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걸 해야되요.
전문가 D: 패널티 박스 근처로 빠르게 가서 공격을 마치는게 중요하죠. 앞
에 움직임이 있어야 (연결이) 되고.. 그 움직임을 보고 연결할 수 있어야..
전문가 B: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수비 복귀하고 하니까 공격이 많이 무뎌
지죠. 최대한 몇 초 이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게 준비한다거나 아무래도 볼이
사람보다 빠르니까 패스를 통해 연결하려 하죠. 골문 근처나 침투하는 동료
한테..
[빠른 드리블의 중요성]
전문가 C: (롱 카운터 상황은)쇼트 카운터 상황보다는 거리가 있으니까...
빠르게 올라가는게 더 중요하죠. 그게 패스건 드리블이건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게 최우선이고요.
전문가 D: 역습상황에서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거고요. 패스로 전
진하는게 제일 빠르겠지만 안되면 드리블. 드리블도 적절한 공간 찾아서 빠
르게 올라가야죠.
전문가 E: 카운터 상황이면.. 빠르게 전진하지 않으면 후방이든 옆에서든

# 빠른 드
리블을 통
한 전진

개인
능력

수비하려고 달라붙겠죠. 그 상황을 피하려면 전진해야 되는데 전방에서 움
직임 가져가고 연결하고 아니면 드리블로 빠르게 전진하고.. 1대1 상황을
만드는 것 보다 빈 공간으로 빠르게 치고나가는게 유리하겠죠. 1대1 하다가
반칙으로 끊으려 할테니까..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 상대 위

전문가 B: 측면에서 골문 근처로 빠르게 투입하려면 크로스도 많이 쓰죠.

험지역으로

측면

전문가 C: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전방으로 투입하는 거... 크로스도 하나의

의 빠른 크

(크로스)

방법이고...

로스

역습 상황이면 수비가 정렬해있지 않은 상태니까 더 효과적일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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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비 유형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비 유형은 경기의 수비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비의 형태를 의미한다. 수비 국면에서의 수비 유형을 지역 수비
와 압박 수비로 구분하였고, 수비 전환 국면에서의 수비 유형을 역습 지
연을 위한 수비와 즉시 압박을 위한 수비로 구분하였다. 각 수비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수비

지역 수비는 일반적으로 후방 지역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한 뒤 득점
가능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상대를 저지하는 수비 형태를 말한다. 지역
수비의 목적은 위험공간을 봉쇄하여 상대의 득점가능 지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공간에 수비 숫자를 많이 투입하고 수비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형태를 가진다. 상대가 수비 범위 안으로 진입했을 경우
에만 반응하여 수동적인 수비 형태라고도 하는데, 수비 범위 밖에서 이
루어지는 공격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며 기존의 수비 형태를 유지하
게 된다.

전문가 C: “수비는 지역 수비의 형태를 취하느냐 압박 수비의 형태를 취하느
냐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지역 수비하는 팀이 압박을 안하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압박을 90분 내내 할 수 없으니까 수비 형태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틀은 정해져 있고요.”

전문가 C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은 수비의 형태를 지역 수비와 압박
수비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이것이 경기에서 한 가지 형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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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E: 미드필더 지역에서 아니면 공격지역에서 몇 초까지 너네가 최선
을 다해서 뺏어보고 만약에 3초나 4초나 5초. 5초까지는 못 뺏어요 한 3초정도
최대한 빠르게 압박해서 뺏을 수 있음 뺏고. 만약에 못 뺐을 때는 우리가 원하
는 위치에 내려와서 정렬을. 그래서 호흡조절 하면서 위치선정만 하고. 그러면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거죠.

또한, 전문가 E는 팀이 90분 경기 내내 압박 수비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두 가지의 수비
형태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경기에서
의 수비 형태는 단순히 지역 수비와 압박 수비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혼용된 수비의
형태라 할지라도 어떠한 수비 형태가 더 많이 활용되었는지 구분이 가능
하고, 전문가들 또한 수비의 형태를 설명할 때 지역 수비와 압박 수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 방법이 경기력 혹은 수비력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압박 수비

압박 수비는 일반적으로 볼을 소유한 상대와 그 주변을 압박하여 전
진 가능한 상황을 제한하고 최종적으로는 상대의 볼을 탈취하는 수비 방
식이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상대의 공격 옵션을 제한해야하
기 때문에 상대보다 수적으로 동률이거나 우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비 상황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하고,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압박 수비는 본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후방 압박과 상대 진영에서 이
루어지는 전방 압박으로 구분된다. 두 형태의 압박은 수비를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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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선수와 그 주변을 압박한다는 기존의 수비 원
칙은 유사하다. 또한 후방 지역 즉, 우리 진영에서 가하는 상대에 대한
압박은 상대의 전진을 막고 후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전방
지역 즉, 상대 진영에서 가하는 상대에 대한 압박은 상대의 플레이를 후
방으로 유도한 뒤에 이루어지며,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볼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두 형태의 압박 수비는 상대를 압박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수비 위치가 전방(상대 진영)인지 후방(우리
진영)인지에 따라 압박 수비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압박 수비는 수비가 직접 상대에게 접근하여 수비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
에서 지역 수비보다 더 능동적인 수비 형태로 인식된다. 그 중 전방 압
박은 후방 압박보다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여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능동적인 형태의 수비 방식으로 인식된다.

(3) 역습 지연

역습 지연 수비는 일반적으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상
대의 역습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서 나타나는 수비 형태이다. 수
비로 전환되는 국면은 수비 전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
문에 상대에게 위험공간을 노출하거나 득점기회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역습 지연 수비의 목적은 1차적으로 상대의 역습 속도를 늦추고
수비를 재정비할 시간을 갖는 것이며, 상대의 역습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서는 수비 라인의 점진적 후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미드필더 라인의 후
방 압박이 수반되어야 한다. 역습을 전개하는 상대가 전진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역습 지연 과정에서 필요한 수비 방법이다. 이로서 상대
의 역습을 지연시키고 수비 전환 국면에서 수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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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시 압박

즉시 압박 수비는 상대의 역습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역습 시
작 지점에 대한 압박과 상대 선수에 대한 1차 저지를 이루는 수비 형태
이다. 압박 수비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수비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활용된
다는 점에서 다르다. 수비 국면에서의 압박 수비는 팀의 계획에 따라 특
정 인원이 특정 지역으로 압박을 진행하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의 즉
시 압박 수비는 팀의 계획이 관여하지만 역습이라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
해 빠르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역습을 전개하는 상대 선
수에 대한 1차 압박이 이루어지고 이때 팀이 사전에 계획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거나 주변의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 압박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
난다.
즉시 압박 수비의 목적은 역습을 전개하는 상대 선수를 1차적으로 저
지하는 것이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인원에게 역습에 대한
수비 역할을 부여하거나 역습에 대한 수비가 가능한 지역에 위치시킬 수
있다. 최종적으로 수비 국면과 수비 전환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비
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경기 국면

수비 유형

수비 국면

수비 전환 국면

지역 수비

역습 지연

압박 수비

즉시 압박

= 지공에 대한 수비

= 속공에 대한 수비

그림 4-2. 경기 국면에 따른 수비 유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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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비 과정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비 과정은 앞서 설명한 수비 유형들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수비
과정의 분류는 각각의 수비 형태가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수비 유형에 따른 수비 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수비

지역 수비의 목적은 상대의 전진 및 위험공간(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
는 지역, 2-3선 사이 공간이나 패널티 박스 내 구역) 내 진입을 저지하
는데 있다. 따라서 지역 수비의 과정은 수비 라인의 좌우 간격과 2-3선
사이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여 상대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함으로
서 시작된다.
지역 수비의 2단계는 상대가 위험공간으로 진입한 이후의 과정을 말
한다. 위험공간에서는 득점 및 득점으로 연결되는 플레이가 연출될 확률
이 높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 대한 대처는 수비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이
다. 지역 수비의 2단계에서는 위험공간으로 진입한 상대에 대해 즉각적
인 대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수비 조직을 와해시키더라도 접근 및
수비가 되어야 한다. 팀의 수비 능력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수비의 3단계는 상대가 슈팅이 가능한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과정이다. 3선 수비수 뒷 공간은 골키퍼를 제외한
수비수가 없는 지역이므로 돌파를 허용했을 경우 뒷 공간에 대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수비수가 커버링을 통해 상대 공격수에 접근하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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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지시키고, 이후 동료들이 수비 지원을 통해 상대의 공격 옵션을 제
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표 4-10. 지역 수비 과정에 대한 정의
1차 지역 방어

2차 지역 방어

3차 지역 방어

2선 미드필더 앞에서 이
루어지는 상대 공격에
대한 방어 과정

2-3선 미드필더 사이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
공격에 대한 방어 과정

3선 수비수 뒷공간 및
패널티 구역 내에서 이
루어지는 상대 공격에
대한 방어 과정

(2) 압박 수비

압박 수비의 목적은 볼을 소유한 상대의 공격적 전진(앞 선으로 패스
를 공급하거나 볼을 전방으로 운반하거나 볼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모든
공격 행위)을 막고, 최후방 수비 라인이 전진함으로서 상대의 전진 가능
구역을 제한하여 상대의 후방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이후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볼을 탈취하는 것으로 압박 수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압박 수비의 3단계로 규정하였
다. 1단계는 상대의 공격적 전진을 제한하는 과정, 2단계는 이후 수비 라
인의 전진을 통해 상대의 공격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3단계는 상대를 후방으로 몰아내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볼을 탈취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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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압박 수비 과정에 대한 정의
접근

제한

탈취

상대의 전진을 제한한 뒤
볼을 소유한 상대와 그 주
수비 라인의 전진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변을 압박하여 전진 가능성
상대가 전진 가능한 지역을 볼을 탈취하는 과정
을 제한하는 과정
좁히는 과정

(3) 역습 지연

역습 지연 수비의 목적은 1차적으로 상대의 역습 속도를 늦추어 수비
가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진하는 상대를 향해 일정
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후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로서 상대의 전진 속도
를 늦출 수 있다. 해당 과정은 역습 지연 수비의 1단계로서 바라본다. 이
후의 과정은 미드필더 라인이 상대를 후방에서 압박하면서 전개되고 상
대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볼 탈취를 이루면서 수비의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해당 과정을 역습 지연 수비의 2단계로서 바라보고, 역습 지연
수비는 총 두 단계에 걸친 수비 과정으로서 분류된다.

표 4-12. 역습 지연 수비 과정에 대한 정의
간격 유지

전진하는 상대에 대해 간격(거리)유지
– 수비라인의 점진적 후퇴

후방 압박

전진하는 상대를 후방에서 압박
– 미드필더 라인의 급진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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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시 압박

즉시 압박 수비는 수비 전환 국면에서 발생하는 수비 형태이지만 수
비 국면에서 발생하는 압박 수비의 형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수비의 과
정 또한 유사하게 구성된다.

표 4-13. 즉시 압박 수비 과정에 대한 정의
접근

제한

탈취

볼을 소유한 상대와 그
주변을 압박하여 전진
가능성을 제한하는 과정

상대의 전진을 제한한
뒤 수비 라인의 전진을
통해 상대가 전진 가능
한 지역을 좁히는 과정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거
나 볼을 탈취하는 과정

다만, 모든 수비 과정에서 유사한 것은 아니다. 즉시 압박 수비에서의
과정은 기존 수비 과정과의 차이를 보이는데 수비 전환 국면에서의 즉시
압박은 볼을 소유한 상대에게 1차적으로 접근하여 플레이를 저지한다는
점에서 역습 지연 수비(전진 속도를 늦추는)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
한, 즉시 압박 수비는 수비 전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압박 수행에 대한 선수들의 적절한 판단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즉시 압박 수비 과정에서의 1단계는 기존 압박 수비 과정에
비해 볼을 소유한 상대에게 접근하여 플레이를 저지하는 강도가 더욱 강
하게 나타나고, 1, 2단계에서는 압박 수행에 대한 선수 개인의 적절한 판
단이 기존 압박 수비 과정보다 더욱 중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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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비 전술

본 연구에서는 팀이 각각의 수비 과정에서 수행하는 수비 작업들을
전술로서 바라보았고,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개인, 부분, 팀 단위
의 전술적 행위들을 전술요인으로서 바라보았다. 전술요인에 대한 심층
면접 내용과 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수비

지역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수행하
였고,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지역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상위범
주로서 ‘수비 대형 유지’, ‘수비 커버리지’를 구성하고, 하위 범주로서 ‘수
비 라인의 간격’, ‘수비 라인의 균형’, ‘공간에 대한 선수 배치’, 공간에 대
한 역할 분배‘, ’수비 지원(커버)를 위한 포지셔닝‘, ’동료에 대한 수비 지
원(커버)‘를 구성한다. 따라서 지역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총 2개
의 상위 범주와 6개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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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지역 수비 전술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선수 간의 좌우 간격]
전문가 A: 지역 방어 형태에서는 선수들이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것이 유
리해요 그래야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니까. 설령 들어오더라도 우리
수비가 더 많으니까 수비하기에도 유리하고...
전문가 B: 지역 수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가
위험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게 첫 번째 목표죠.
[2-3선 간의 상하 간격]

# 수비 라

전문가 A: 선수 간의 간격도 있을 것이고, 2선 수비와 3선 수비 사이의 간
격도 있을 것이고...

인의 간격

전문가 E: 2선 수비와 3선 수비 사이의 공간을 위험지역이라고 보기도 하
고... 이 지역을 좁게 유지하거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해서 방어하는 방
법도 있고...

# 수비 라

[수비 라인의 좌우 이동]
전문가 E: 상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가 전환을 할 때

인의 균형

우리 수비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해요. 결
국 수비에서 공간이 언제나냐면 공격을 반대쪽으로 전환할 때 나거든요...

수비

전문가 C: 수비 라인이 이동할 때 기존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수비 대형을 얼마나 컴팩트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대형

관건이에요.

유지

전문가 B: 상대가 다양하게 공격방향을 전환하더라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2-3선 사이 공간에 대한 선수 배치]
전문가 E: 지역 수비 상황에서는 위험지역 특히 2선과 3선 사이 공간을 어
떻게 방어할지가 중요해지는데, 홀딩 미드필더를 배치하거나...

#

공간에

전문가 B: 지역 수비라면 일단 우리 진영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상대가

대한 선수

넘어오면 수비하겠다는 것인데,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미드필더나 수

배치

비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2-3선 사이 공간에 대한 역할 분담]
전문가 D: 위험지역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요. 얘가 뚫리면 얘가 나
오고, 얘는 커버하고 등의 역할들...

#

전문가 E: 3백에서 한명이 유동적으로 올라가서 막거나 하는 식의 위험지

대한 역할

역에 대한 대비 내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죠. 센터백 중에 스토퍼를 역할
을 부여해서... 위험지역을 방어할 수 있고... 홀딩 미드필더나 포어리베로

공간에

분배

등의 포지션이 여기서 나왔죠.
[지원이 가능한 거리 유지]
전문가 C: 돌파를 허용했을 땐 커버링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수비 인원이
충원될 수 있게 위치해 있는게 중요해요.
전문가 A: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커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수비에

# 수비 지

서 중요하지.

원(커버)를

수비

[뒷공간 커버에 대한 준비]

위한 포지

커버리지

전문가 C: 선수 뒤로 넘어가는 볼들이 있어요 수비수가 처리하기 곤란한...
특히 중앙 수비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대가 침투패스를 할 타이밍
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뒷공간 커버는 먼저 예측해서 반응하는게 필요하거
든요. 좋은 수비수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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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닝

[상대 돌파에 대한 대처]
전문가 A: 돌파를 허용하면 근처에 누가 바로 반응해서 나간다거나 커버하
러 나간 동료의 수비구역을 메워 주는 이런 커버 플레이가 중요하지.
[드리블 돌파 능력이 좋은 상대 선수에 대한 대처]
전문가 A: 1대1 상황보다는 2대1 상황을 연출하도록 해야되요. 자기 마크맨
을 견제하면서도 돌파 능력 좋은 선수를 같이 시야 안에 둔다거나 견제 하
는게 필요하죠.
전문가 C: 상대 선수가 돌파능력이 좋으니까... 돌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기존에 마크하는 선수와 드리블 하는 선수를 동시에 시야안에 넣고 돌파되
었을 때 언제든지 커버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해야죠.

#

동료에

대한 수비
지원(커버)

[뒷 공간 허용 이후의 대처]

수비
커버리지

전문가 B: 최종수비라인 뒷 공간을 허용하게 되면 슈팅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 높아지니까 가장 위험하고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1차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이죠. 센터백 간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는게 센터백 하나가 뒷공간
을 허용하면 또 다른 센터백이 커버해야 하니까...
전문가 E: 센터백들끼리 간격을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커버를 해
줘야되니까. 아무래도 센터백 뒤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험하지. 커버가
잘 이루어져야...

(2) 압박 수비

압박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상위 범주로서 ‘공격 차단’, ‘라인
컨트롤’, 상대 실수 유도’를 구성하고, 하위 범주로서 ‘상대의 공격 가능
성 차단’, ‘수비라인의 전진’, ‘수비라인의 후퇴’, ‘오프사이드 트랩 활용’,
‘수적 우위를 통한 압박’, ‘상대의 실수 및 걷어내기 유도’를 구성한다. 따
라서 압박 수비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총 3개의 상위 범주와 6개의 하
위 범주를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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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압박 수비 전술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상대 공격의 전진 가능성을 차단]
전문가 A: 수비의 1차적인 목적이 상대의 전진을 막는거니까... 전진 패스를
못하도록 패스 길을 차단하면서 올라가야하고 상대한테 접근을 해야지.

후방

전문가 E: 압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볼을 가진 상대에게 접근해야하고

유도

그 주변을 동료들이랑 같이 압박하고 하지만 패스 길을 차단하면서 접근하
는 것이 중요하고...

# 패스루트

전문가 B: 상대한테 접근할 때 주변을 보면서 상대가 어디에 위치했고 어

차단 및 패

디로 패스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쪽을 막으면서 접근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요.

스옵션 제

[상대 공격의 전환 가능성을 차단]

한

= 압박을
통해
상대를
후방으로

전문가 B: 상대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반대쪽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포지

유도하기

셔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압박을 나가면 되요.

위한 전술

전문가 D: 압박하려면 좁은 지역 안에 가둬야하는데 볼을 반대쪽으로 돌려
버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환하는걸 막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 선
수를 마킹할 수 있어야 되요.
[1-2선 수비라인의 역할]
전문가 E: 압박을 할 때 (상대가)전방의 동료에게 연결하지 못하도록 1선과
2선이 함께 상대를 조여 가는 플레이가 필요하고... 패스 연결을 방해하면서
올라가야 이게 가능하죠.
전문가 C: 반대편에서 빌드업을 한다. 그러면 1선이 먼저 압박하고 2선이
뒤따라 압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가 빌드업할 때 한명을 더 두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한명을 더 끌어와 압박 한다거나 하는 식의
대처가 필요해요...
[3선 수비라인의 역할]
전문가 A: 1-2선이 올라가게 되면 배후에 공간을 남기겠죠. 거기서 상대

라인

공격수가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쉽게 전진

컨트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선 수비라인이 전진했다 후퇴했다 하면서 상대를 견
제해줘야 되는거에요.
전문가 E: 결국 압박한다는 건 볼을 빼앗는다는 거고, 압박도 그냥 편하게

#

수비하는게 아니라 스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심하죠. 그럼 최대

인의 전진

한 압박을 했을 때 볼을 빼앗는게 효과적인건데... 3선 수비라인이 상대 공

수비라

= 상대의
전진

격수에게 연결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야 되요.

가능성을

[오프사이드 트랩]

차단하기

전문가 A: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쓰는 팀들은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위한 전술

위축시킬 수 있죠. 침투하려고 하는데 몇 번 오프사이드에 걸리면 그때부터
는 계속 반복되거나 늦게 출발해서 못 받거나 하는거야.
전문가 D: (수비)라인을 올리게 되면 2선과의 간격도 줄고 상대 공격수가
볼을 받아도 여의치 않게 되고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배후공간을 넓게 주
더라도 오프사이드를 통해서 상대 공격을 저지할 수 있어요.
전문가 B: 수비수들끼리 조직이 잘 되어있다면... 상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
에 들게 해서 볼 소유권을 다시 얻는다거나...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면 볼을 줄 수 없으니까 공격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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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공간에 대한 대처]
전문가 C: 수비라인이 전진한다는 것은 배후에 공간을 많이 남겨놓을 리스
크를 훨씬 더 떠앉는 것이거든요. 전방압박을 하면 상대는 그걸 알기 때문
에 수비 뒷공간으로 때려서 올라간다거나 공격수에게 다이렉트로 연결해버
려요. 이럴수록 3선 라인의 기동력이나 배후 공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중요

#

해지죠.

수비라

인의 후퇴

라인
컨트롤

전문가 D: 수비가 전방으로 나가면 뒷공간을 노출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비라인이 전방으로만 이동하는게 아니라 후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거니까 상황에 따라 전후 이동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상태
로 준비가 되야돼요.
[볼을 소유한 선수 주변을 둘러쌈]
전문가 C: 볼을 가진 선수에게 직접 들어가서 경합하거나 그 주변을 둘러
싸서 볼을 빼앗는 것이 가능해요 수적으로 우위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주
변을 둘러싸는 방법도 압박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들 중 하나에요.
[스페어 맨의 역할]

# 수적 우

전문가 E: 수비형 미드필더나 측면 미드필더가 압박에 가담해서 수적 우위
를 취한다거나 압박에 가담함으로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죠.

위를 통해
압박

전문가 B:

상대

[선수 간의 간격을 좁게 유지]

실수

전문가 A: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바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상대보

유도

다 빠르게 접근하려면 간격이 가까워야지. 그래야 그 지역에서 상대보다 빠
르게 붙을 수 있고 숫자도 충원되고...

= 압박을
[최후방의 상대에게 접근]

통한 볼

전문가 E: 상대가 볼을 후방으로 연결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접근해서,

탈취 및

걷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상

볼 소유권

대 수비들도 부담을 느끼고...
전문가 B: 발 밑이 좋지 않은 수비수의 경우, 더더욱 접근할 필요가 있고,

#

더 이상 패스할 곳이 없는 선수에게도 접근해서 걷어내게 하면 볼을 되찾

실수

을 수 있죠.

상대의
및

[상대의 실수 유발]

걷어내기

전문가 E: 기본적으로도 압박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선수들한테는

유도

회복을
위한 전술

더 강하게 접근해서 실수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죠...
전문가 C: 한번 실수 했던 선수들이나 계속해서 불안한 선수들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이런 선수들한테 좀 더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거
나 다가간다거나 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해요...

(3) 역습 지연

역습 지연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상위 범주로서 ‘수비 라인의 점진적
후퇴’, ‘미드필더 라인의 급진적 후퇴’를 구성하고, 하위 범주로서 ‘상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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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대한 견제’, ‘상대 역습에 대한 일정 거리 유지’, ‘상대 역습에 대한
후방 압박’을 구성한다. 따라서 역습 지연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총 2개
의 상위 범주와 3개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6. 역습 지연 수비 전술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역습 상대와 일정 거리를 유지]
전문가 A: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마주보면서 내려간다고 하죠.
상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게 중요해요 너무 가까워서도 안되고
멀어서도 안되고...
전문가 C: 상대 역습을 지연시키는게 중요한데... 보통 2에서 3미터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려가죠.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나 패스 길을
차단하는 것도 병행이 되요.

#

상대의

역습 속도
를 늦춤

[역습에 관여하는 상대를 견제]
전문가 C: 일단 역습에 관여하는 선수들을 시야 안에 두고 있어야 되요. 그

수비
라인의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되니까..

(점진적)

전문가 E: 역습 상황에서 볼을 지닌 선수를 견제하면서... 주변에서 역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같이 견제해줘야...

후퇴

[상대의 전진성 플레이를 방해]
전문가 B: (역습 상황에서)가장 빠르게 올라가는게 중요하니까 뒷공간을
공략하는게 제일 효과적이죠 역습하는 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침투패스가
안들어가게 하는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역습 과정이 훨씬 느려지죠.
전문가 E: 상대가 전진할 수 없게끔 패스 길을 막는다거나 후방 패스를

#

상대의

전진 가능
성을 차단

유도한다거나.. 역습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역습 수비를 지원]
전문가 B: 우선 상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일단 상대
역습 속도를 늦춰놓고 미드필더 라인이나 전방에 있던 동료들이 (역습에
대한 수비를)지원하죠. 그렇게 됐을 때 볼을 탈취할 확률도 높아지고...
전문가 D: 상대 입장에서는 전방에 수비수가 있고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편 동료들이 붙게 되면 역습 작업이 어렵죠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는 빠르게 수비 위치로 복귀하는게 중요하고 특히 중원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역습 수비를)지원해줘야 되요.
전문가 E: 역습이란게 아시다시피 속도가 중요하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포지션에 상관없이 위험지역으로 지원
가서 상대 움직임에 대처하는게 필요해요.
[역습하는 상대를 후방에서 압박]
전문가 C: 전방에 있던 선수들은 치고 올라가는 상대를 최대한 빠르게
접근해서 수비 해줘야 하고..
전문가 D: 먼저 역습 속도를 늦췄다... 그러면 주변에서 얼른 지원하고
뒤에서 붙고 경합해서 다음 공격 작업을 못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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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후방에서
압박

미드필더
라인의
(급진적)
후퇴

(4) 즉시 압박

즉시 압박 과정에서의 전술요인은 상위 범주로서 ‘역습 차단’을 구성
하고, 하위 범주로서 ‘1차 저지’, ‘전진 가능성 차단’을 구성한다. 각 하위
범주에 대한 정의는 ‘1차 저지’의 경우, 상대가 역습을 시작하는 지점에
우선적으로 가해지는 방어 행위를 뜻한다. 세부 구성 항목인 ‘역습 시작
지점으로의 접근’, ‘신체 접촉을 통한 역습 저지’, ‘역습 저지를 위한 인원
배치’를 통해 상대 역습에 대한 방어를 달성할 수 있다. ‘전진 가능성 차
단’의 경우, 상대 역습 과정에서 패스 루트 및 드리블 공간을 제한함으로
서 위험 지역으로의 진입을 방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역습 시작 지점
에 대한 압박’, 상대의 실수 유발‘을 통해 상대 역습 과정에서 전진 가능
성을 차단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시압박 수비에 대한 전술요인
은 총 1개의 상위 범주와 2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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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즉시 압박 수비 전술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개념(의미의 분류)

하위범주

상위범주

[역습 시작 지점으로의 접근]
전문가 B: 일반적인 압박 상황이랑 다른게 역습은 수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니까... 그럼 역습 지점과 가까운 선수들이 수비에 가
담해야 되고 선수들의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거죠.
전문가 C: 제일 먼저 접근해서 동료의 지원이 오기 전에 상황을 종결 상황
을 연출해서 유리한 상황에서 역습 저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신체 접촉을 통한 역습 저지]
전문가 D: 역습 상황에서 카드 받지 않으면서 반칙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역습이 시작되는 곳에 빠르게 이동해서 상대 선수한테 접근하는... 경합해서
이길 수 있느냐, 반칙으로 끊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대 역습을 저지하
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 1차 저지

전문가 A: 위험한 상황이다 판단이 되면 반칙해서라도 끊어야겠다... 이런
파울을 적절하게 쓰는 선수들이 있죠. 이런 선수들한테는 상대 역습을 1차

역습

적으로 저지해라. 그런 임무를 줘요.

차단

[역습 저지를 위한 인원 배치]
전문가 A: 특정 선수한테는 상대가 역습하면 제일 먼저 가서 저지하는 임
무를 주기도 해요.

= 즉시

전문가 B: 역습 상황에 대비해서 수비 숫자를 기본적으로 3명은 가져가요.

압박을

팀마다 다르겠지만 상대 역습 형태에 따라서... 공격 숫자에 따라서 상황에

통해

맞게 가져가는데 기본적으로 몇 명은 역습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두죠.

상대의
역습을

[역습 시작 지점에 대한 압박]

저지하기

전문가 D: 주변을 둘러싸게 되면 수적으로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

위한 전술

면 상대가 할 수 있는게 적어지고...
전문가 B: 역습 상황에서는 전방으로 향하는 움직임들이 대부분이죠. 패스
를 통해서 나가거나 드리블을 통해서 나가거나... 패스 연결 2-3번 만에 슈
팅을 연결하려 하니까 볼 뺏기는 즉시 압박해서 차단하는게 필요해요.
전문가 E: 역습 상황도 마찬가지에요. 바로 압박 들어가는 팀들도 있죠. 그
러면 기본적으로 볼을 가진 상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압박하니까 동료들
이랑 같이 접근하면서... 패스 길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상대의 실수 유발]
전문가 A: 압박 한 번 하면 체력소모가 심하니까 한번 나갔을 때 볼을 빼
앗는게 필요하죠. 상대한테 빠르게 압박해서 실수를 유도하거나...
전문가 E: 역습 상황에서 우리도 정비가 안 되어 있지만 상대도 비슷해요.
역습에 준비가 잘 된 팀이라면 모를까 상대 팀이 역습을 전개하기 유리한
상황이 되기 전에 빠르게 압박해서 차단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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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가
능성 차단

제 2 절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축구팀의 전술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고려
된 모든 요인들(공격 유형, 공격 과정)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팀 경기
력 평가 요인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프
로축구 리그(K리그)와 대학축구 리그(U리그)의 실제 경기 영상을 대상
으로 총 20경기에 대한 경기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전술의 자료화 가능성

본 절에서는 앞서 추출된 전술 요인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록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술 요인에 대한
기초통계(빈도)를 제시하고, 양적 자료로서 제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
지에 대해 서술하고, 연구자와 타 전문가들의 경기 기록 통계치의 차이
를 제시하여 추출된 요인들이 자료화 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지를 설명
하고자 한다.
공격 전술 요인의 측정은 아래 제시한 공격 전술의 기초통계 빈도 표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추출된 요인들이 전술 요인의 실
제 측정 과정에서도 동일한 항목들로 측정되었고 공격 전술 요인의 실제
관측이 가능했으며, 공격 전술 요인의 측정에 있어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비 전술 요인에서 일부 요인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발견되
었다. 지역수비 시 ‘수비 대형 유지’ 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비 라
인의 간격과 균형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수비의 간격을 측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구 및 장비를 사
용할 수 없었고, 경기 영상의 특성 상 볼을 중심으로 촬영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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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공격 위치와 방향에 따라 수비라인을 관찰할 수 없었다. 반면, 지
역수비 과정 내 다른 전술 요인인 ‘수비 커버리지’는 영상을 통해서 관측
이 가능하였는데, ‘커버리지’ 행위 자체가 상대의 돌파를 허용한 시점에
서 우리 팀의 동료선수가 이를 커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카메라가
촬영하는 부근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수비 대형 유지’ 전술을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수비 커버리지’ 전술은 관측대상에 포함하였고,

‘수비 커버리지’ 전술이

경기장의 다양한 공간에서 관측된다는 점에서 이를 구분하고자 지역수비
가 발생하는 지점에 따라 1차, 2차, 3차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해당 지역
에서 이루어지는 ‘커버리지’ 전술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술 요인 측정의 객관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 분석 경
험이 있는 2인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경기 영상 기록을 의뢰하였다. 본
연구자와 기록원 A, B가 2019 K리그1 3R 경기(S팀 vs I팀)를 대상으로
공격, 수비 전술 요인을 관찰한 결과, 연구자와 기록원 A의 관측치는 S
팀 대상 84.4%, I팀 대상 80.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자와 기
록원 B의 관측치는 S팀 대상 86.7%, I팀 대상 84.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경기의 영상을 보고 한 경기에
서 발생하는 공격 전술과 수비 전술을 관찰하였을 때 관측 자료가 80%
이상 일치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추출된 요인들의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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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공격 전술 요인에 대한 기초통계(빈도)
K리그

단
계
별
공
격

다
이
렉
트
공
격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콤비네이션

100

24.1 %

82

25.1 %

182

19.3 %

공격방향 전환

60

14.5 %

46

14.1 %

106

11.3 %

개인능력 돌파

56

13.5 %

52

15.9 %

108

11.5 %

전방 움직임

84

20.2 %

57

17.4 %

141

15.0 %

크로스

115

27.7 %

90

27.5 %

205

21.8 %

총계

415

100.0 %

327

100.0 %

942

100.0 %

콤비네이션

12

20.0 %

10

14.3 %

22

16.9 %

공격방향 전환

7

11.7 %

0

0.0 %

7

5.4 %

개인능력 돌파

11

18.3 %

18

25.7 %

29

22.3 %

전방 움직임

12

20.0 %

32

45.7 %

44

33.8 %

크로스

18

30.0 %

10

14.3 %

28

21.5 %

총계

60

100.0 %

70

100.0 %

130

100.0 %

콤비네이션

4

11.4 %

10

16.9 %

14

14.9 %

공격방향 전환

0

0.0 %

3

5.1 %

3

3.2 %

개인능력 돌파

10

28.6 %

23

39.0 %

33

35.1 %

전방 움직임

12

34.3 %

13

22.0 %

25

26.6 %

크로스

9

25.7 %

10

16.9 %

19

20.2 %

총계

35

100.0 %

59

100.0 %

94

100.0 %

콤비네이션

12

14.8 %

14

10.8 %

25

14.8 %

롱 공격방향 전환
카 개인능력 돌파
운 전방 움직임
터 크로스

3

3.7 %

1

0.8 %

4

2.4 %

29

35.8 %

48

36.9 %

64

37.9 %

34

42.0 %

50

38.5 %

73

43.2 %

3

3.7 %

17

13.1 %

3

1.8 %

81

100.0 %

130

100.0 %

169

100.0 %

쇼
트
카
운
터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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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수비 전술 요인에 대한 기초통계(빈도)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20

25.6%

75

39.9%

압
박
수
비

후방 유도

55

50.0%

라인 컨트롤

12

10.9%

9

11.5%

21

11.2%

상대 실수 유도

43

39.1%

49

62.8%

92

48.9%

총계

110

100.0%

78

100.0%

188

100.0%

지
역
수
비

1차 지역 커버

6

4.0%

9

8.0%

15

5.7%

2차 지역 커버

77

51.3%

52

46.0%

129

49.0%

3차 지역 커버

67

44.7%

52

46.0%

119

45.2%

총계

150

100.0%

113

100.0%

263

100.0%

역
습
지
연

수비라인 후퇴

22

47.8%

22

55.0%

44

51.2%

미드라인 후퇴

20

43.5%

18

45.0%

38

44.2%

총계

42

100.0%

40

100.0%

82

100.0%

즉
시
압
박

1차 저지

50

41.3%

14

19.2%

64

33.0%

지원 및 커버

27

22.3%

29

39.7%

56

28.9%

소유권 회복

44

36.4%

30

41.1%

74

38.1%

총계

121

100.0%

73

100.0%

194

100.0%

표 4-20. 전술 요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측정자 3인의 관측 결과 비교
2019 K리그 1 3R
대상경기

경기(전술) 요인 수

S팀

I팀

연구자

연구자

159(45)

98(25)

기록원 A

기록원 B

기록원 A

기록원 B

일치

149(38)

153(39)

88(20)

90(21)

불일치

10(7)

6(6)

10(5)

8(4)

일치율

93.7(84.4)

96.2(86.7)

89.7(80.0)

91.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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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 유형의 비교

공격 유형의 활용빈도는 K리그와 U리그 모두 단계별, 다이렉트, 쇼트
카운터, 롱 카운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K리그는 U리그보다 단
계별 공격과 다이렉트 공격의 활용빈도가 높았으며, U리그는 K리그보다
쇼트 카운터와 롱 카운터의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리그와
U리그는 일부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K리그와 U리그의 활용빈도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K리그의 경우 공격 국면에서의 공격 빈도
(단계별, 다이렉트)가 높아 지공 형태의 공격을 선호하고, U리그의 경우
전환 국면에서의 공격 빈도(쇼트 카운터, 롱 카운터)가 높아 속공 형태의
공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공격유형의 비교를 통해 어떠
한 공격유형이 선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 대상 간의 차이를 설
명할 수 있다.

표 4-21. 공격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공격유형

K리그
U리그
전체

전체

단계별

다이렉트

쇼트 카운터

롱 카운터

684

289

72

146

1191

57.4%

24.3%

6.1%

12.2%

100.0%

509

259

79

185

1032

49.3%

25.1%

7.7%

17.9%

100.0%

1193

548

151

331

2223

53.7%

24.6%

6.8%

1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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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공격 유형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219a

1

.073

연속성 수정b

3.035

1

.081

우도비

3.212

1

.073

Fisher의 정확검정
선형 대 선형결합

3.217

유효 케이스 수

1741

1

정확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 유의확률
(단측검정)

.077

.041

.073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241.74입니다.
b. 2x2 표에 대해서만 계산됨

3. 공격 과정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팀이 경기에서 구현하는 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전술이
발현되기 위한 상황을 구분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공격 유형과 해
당 공격이 진행되는 과정을 분류하였다. 본 절에서는 팀이 공격을 수행
할 때 공격의 어느 과정까지 진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리그 간 공격
수행 능력을 비교하고자 했다. 따라서 상위 공격 과정으로의 진입 횟수
를 비교하여 공격 수행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1) 단계별 공격
단계별 공격 과정에서 리그 간의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측면 전개
과정에서 리그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공격 과정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공격 과정의 진입 횟수를 비교하면 K리
그는 U리그보다 모든 공격 과정에서 진입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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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단계별 공격 과정(전개)의 빈도분석 결과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실패

103

15.1%

55

10.8%

158

13.2%

성공(중앙)

226

33.0%

226

44.4%

452

37.9%

성공(측면)

355

51.9%

228

44.8%

583

48.9%

총계

684

100.0%

509

100.0%

1193

100.0%

표 4-24. 단계별 공격 과정(전개)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자유도

Pearson 카이제곱

16.942a

2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000

우도비

16.940

2

.000

선형 대 선형결합

.481

1

.488

유효 케이스 수

1193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67.41입니다.

(2) 다이렉트 공격

다이렉트 공격 과정에서 리그 간의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계 과
정과 전진 과정에서 리그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K리그는 U
리그보다 모든 과정에서 진입 횟수와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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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다이렉트 공격 과정(연계)의 빈도분석 결과

실패

성공

전체

K리그

U리그

전체

빈도

144

152

296

리그 중 %

49.8%

58.7%

54.0%

빈도

145

107

252

리그 중 %

50.2%

41.3%

46.0%

빈도

289

259

548

리그 중 %

100.0%

100.0%

100.0%

표 4-26. 다이렉트 공격 과정(연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근사 유의확률 정확 유의확률 정확 유의확률
(양측검정)
(양측검정)
(단측검정)

값

자유도

Pearson 카이제곱

4.317a

1

.038

연속성 수정b

3.968

1

.046

우도비

4.325

1

.038

Fisher의 정확검정

.040

선형 대 선형결합

4.309

유효 케이스 수

548

1

.023

.038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67.41입니다.
b. 2x2 표에 대해서만 계산됨

표 4-27. 다이렉트 공격 과정(전진)의 빈도분석 결과

실패

성공

전체

K리그

U리그

전체

빈도

193

196

389

리그 중 %

66.8%

75.7%

71.0%

빈도

96

63

159

리그 중 %

33.2%

24.3%

29.0%

빈도

289

259

548

리그 중 %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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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다이렉트 공격 과정(전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근사 유의확률 정확 유의확률 정확 유의확률
(양측검정)
(양측검정)
(단측검정)

값

자유도

Pearson 카이제곱

5.246a

1

.022

연속성 수정b

4.823

1

.028

우도비

5.279

1

.022

Fisher의 정확검정

.024

선형 대 선형결합

5.236

유효 케이스 수

548

1

.014

.022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75.15입니다.
b. 2x2 표에 대해서만 계산됨

(3) 쇼트 카운터 공격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에서 리그 간의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U리그는 K리그보다 쇼트
카운터 공격의 모든 과정에서의 진입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전진)의 빈도분석 결과

성공
전체

K리그

U리그

전체

빈도

71

79

150

리그 중 %

100.0%

100.0%

100.0%

빈도

71

79

150

리그 중 %

100.0%

100.0%

100.0%

- 79 -

표 4-30.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진입)의 빈도분석 결과
K리그
실패
성공
전체

U리그

전체

빈도

33

38

71

리그 중 %

46.5%

48.1%

47.3%

빈도

38

41

79

리그 중 %

53.5%

51.9%

52.7%

빈도

71

79

150

리그 중 %

100.0%

100.0%

100.0%

표 4-31.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해결)의 빈도분석 결과

실패
성공
전체

K리그

U리그

전체

빈도

53

54

107

리그 중 %

74.6%

68.4%

71.3%

빈도

18

25

43

리그 중 %

25.4%

31.6%

28.7%

빈도

71

79

150

리그 중 %

100.0%

100.0%

100.0%

(4) 롱 카운터 공격

롱 카운터 공격 과정에서 리그 간의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U리그는 K리그보다 롱 카운터
공격의 모든 과정에서의 진입 횟수와 진입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32. 롱 카운터 공격 과정(전진)의 빈도분석 결과

성공
전체

K리그

U리그

전체

빈도

146

185

331

리그 중 %

100.0%

100.0%

100.0%

빈도

146

185

331

리그 중 %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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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롱 카운터 공격 과정(진입)의 빈도분석 결과

실패
성공
전체

K리그

U리그

전체

빈도

103

127

230

리그 중 %

70.5%

68.6%

69.5%

빈도

43

58

101

리그 중 %

29.5%

31.4%

30.5%

빈도

146

185

331

리그 중 %

100.0%

100.0%

100.0%

표 4-34. 롱 카운터 공격 과정(해결)의 빈도분석 결과
K리그
실패
성공
전체

U리그

전체

빈도

124

154

278

리그 중 %

84.9%

83.2%

84.0%

빈도

22

31

53

리그 중 %

15.1%

16.8%

16.0%

빈도

146

185

331

리그 중 %

100.0%

100.0%

100.0%

4. 공격 전술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각 공격 유형에서 상대 수비라인을 돌파하기 위해 사
용된 전술의 형태가 무엇인지 관찰함으로서 팀이 해당 공격 과정에서 어
떠한 전술을 통해 전진하고자 하였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팀이 공격
과정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공
격 과정에서 상대 수비라인을 돌파하였을 때 사용한 전술 유형을 기록하
였다. 이로서 리그 간 전술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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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공격
단계별 공격 과정에서 리그에 따른 전술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교
차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개 과정
단계별 공격 과정에서 전술의 유형에 대한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리그에 따른 전술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추가적으로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해당 공격 과정에서 활용된
전술의 유형은 리그에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각 전술 유
형별 활용빈도는 중원 전개과정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 공격방향 전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측면 전개과정에서도 콤비네이션 플레이, 전방
움직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격 전개과정에서는 중원과 측면의 구분 없이 콤비네이션 플레이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공격 전개과정의 특성 상 빌드업 과
정 이후에 상대 수비 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상대 수비 숫자
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적동률 혹은 수적우위 상황이 콤비네이션
전술의 활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K리그의 경우 측면 전개 과정에서 전방 움직임의 활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측면에서 전진하기 위해 수적동률 및 수적우위 상황을
연출하고 상대 수비가 이에 대응하면서 일부 지역에 밀집하게 되면 배후
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발생한 공간을 전방의 움직임
을 통해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측면 전개과정에서 전방 움직임을 활
용한 전술이 자주 시도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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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단계별 공격 과정(전개-중원) 내 전술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콤비네이션

29

34.9%

32

35.6%

61

35.3%

공격방향 전환

24

28.9%

23

25.6%

47

27.2%

개인능력 돌파

11

13.3%

15

16.7%

26

15.0%

전방 움직임

19

22.9%

20

22.2%

39

22.5%

총계

83

100.0%

90

100.0%

173

100.0%

표 4-36. 단계별 공격 과정(전개-측면) 내 전술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콤비네이션

54

34.2%

33

33.7%

87

34.0%

공격방향 전환

28

17.7%

20

20.4%

48

18.8%

개인능력 돌파

21

13.3%

18

18.4%

39

15.2%

전방 움직임

37

23.4%

17

17.3%

54

21.1%

측면(크로스)

18

11.4%

10

10.2%

28

10.9%

총계

158

100.0%

98

100.0%

256

100.0%

표 4-37. 단계별 공격 과정(전개-중원) 내 전술요인
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카이제곱

자유도

TPL 유의확률

.527

3

.913a

a. 이 부표에 있는 셀의 20% 이상에서 셀 빈도가 5 미만일 것으로 예
상됩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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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단계별 공격 과정(전개-측면) 내 전술요인
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카이제곱

자유도

TPL 유의확률

2.395

4

.663

② 강화 과정
공격 강화과정에서의 리그 간 전술 유형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빈도분석 결과, 중원 강화과정에서 전방의 움
직임을 활용한 전술의 비중이 높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활용한 전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공격 강화과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수적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지역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전술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측면 강화지역의 경우 전방
움직임을 통해 전진하는 것이 패널티 박스 안이나 득점가능지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방 움직임을 통한 돌파보다는 크
로스를 활용한 돌파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단계별 공격 과정에서 나타난 전술 유형의 차이는 리그 간의 차이에 의
해 결정되었을 가능성보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구역의 특성에 따라 결
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84 -

표 4-39. 단계별 공격 과정(강화-중원) 내 전술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콤비네이션

10

25.6%

16

42.1%

26

33.8%

공격방향 전환

2

5.1%

2

5.3%

4

5.2%

개인능력 돌파

9

23.1%

10

26.3%

19

24.7%

전방 움직임

12

30.8%

8

21.1%

20

26.0%

측면(크로스)

6

15.4%

2

5.3%

8

10.4%

총계

39

100.0%

38

100.0%

77

100.0%

표 4-40. 단계별 공격 과정(강화-중원) 내 전술요인
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카이제곱

자유도

TPL 유의확률

4.225

4

.376a

a. 이 부표에 있는 셀의 20% 이상에서 셀 빈도가 5 미만일 것으로 예
상됩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 4-41. 단계별 공격 과정(강화-측면) 내 전술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콤비네이션

7

5.2%

1

1.0%

8

3.4%

공격방향 전환

6

4.4%

1

1.0%

7

3.0%

개인능력 돌파

15

11.1%

9

8.9%

24

10.2%

전방 움직임

16

11.9%

12

11.9%

28

11.9%

측면(크로스)

91

67.4%

78

77.2%

169

71.6%

총계

135

100.0%

101

100.0%

2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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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단계별 공격 과정(강화-측면) 내 전술요인
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카이제곱

자유도

TPL 유의확률

6.377

4

.173a

a. 이 부표에 있는 셀의 20% 이상에서 셀 빈도가 5 미만일 것으로 예
상됩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이렉트 공격
다이렉트 공격과정에서 사용된 전술 형태의 차이는 관측 사례 수의
부족(N<5)으로 통계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였고, 빈도표를 통해 리그 간의
전술 형태를 비교하였다.
다이렉트 공격의 연계과정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의 활용 빈도가 가
장 높았고 이는 볼이 투입된 지점에서 상대수비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연계과정에서 공격방향 전
환의 활용빈도가 관측된 것으로 보아 콤비네이션 플레이의 활용 목적과
유사하게 상대수비의 밀집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다이렉트 공격의 전진과정에서는 전방의 움직임을 활용한 전술의 비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진하기 위해서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선
행되어 전진 패스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만,
K리그에서는 크로스를 활용한 전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다이렉트
공격이 측면으로 전개되었을 경우, 득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을 빠르
게 투입할 수 있는 전술적 선택이 크로스이기 때문에 크로스의 활용 빈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U리그에서는 개인 능력을 활용
한 전술을 선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86 -

표 4-43. 다이렉트 공격 과정 내 전술요인 빈도 표
K리그

연
계
과
정

전
진
과
정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콤비네이션

7

43.8%

3

60.0%

10

47.6%

공격방향 전환

4

25.0%

0

0.0%

4

19.0%

개인능력 돌파

1

6.3%

2

40.0%

3

14.3%

크로스

4

25.0%

0

0.0%

4

19.0%

총계

16

100.0%

5

100.0%

21

100.0%

콤비네이션

5

11.4%

7

14.3%

12

12.9%

공격방향 전환

3

6.8%

0

0.0%

3

3.2%

개인능력 돌파

10

22.7%

16

32.7%

26

28.0%

전방 움직임

12

27.3%

16

32.7%

28

30.1%

크로스

14

31.8%

10

20.4%

24

25.8%

총계

44

100.0%

49

100.0%

93

100.0%

(3) 쇼트 카운터 공격

쇼트 카운터 공격과정에서 사용된 전술 형태의 차이는 관측 사례 수의
부족(N<5)으로 통계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였고, 빈도표를 통해 리그 간의
전술 형태를 비교하였다.
빈도표를 통해 공격 유형에 따른 전술 형태를 확인한 결과, K리그와 U
리그 모두 전진과정에서 개인능력 돌파 및 전방 움직임의 활용 빈도가 높
게 나타났고, 상대 위험지역 진입과정에서 크로스와 개인능력 돌파의 활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습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관 지어볼 수 있
는데, 상대 위험지역으로 빠르게 진입하여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는 점에서 드리블을 통한 직접적인 돌파와 전방 움직임을 통한 돌파의 활
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리그 간의 전술 형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U리그는 K리그에 비해 쇼
트 카운터 공격에서 개인 능력으로 인한 돌파의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습이 시작되는 지점과 상대 위험지역 진입 후에도 개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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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돌파가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U리그가 다이렉트 공격에서 보인
전술 형태와 유사한 결과이다. U리그에서 개인 전술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난 부분에 대해서는 U리그가 선수 개개인의 실력 차이가 크거나 수비 조
직의 수준 차이가 커 선수 개인이 상대 수비라인을 돌파하기에 충분하거
나 선수 개인의 능력이 발현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4. 쇼트 카운터 공격 과정 내 전술요인 빈도 표
K리그

전
진
과
정

진
입
과
정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콤비네이션

4

14.8%

10

25.6%

14

21.2%

공격방향 전환

0

0.0%

3

7.7%

3

4.5%

개인능력 돌파

9

33.3%

15

38.5%

24

36.4%

전방 움직임

10

37.0%

10

25.6%

20

30.3%

크로스

4

14.8%

1

2.6%

5

7.6%

총계

27

100.0%

39

100.0%

66

100.0%

콤비네이션

0

0.0%

0

0.0%

0

0.0%

공격방향 전환

0

0.0%

0

0.0%

0

0.0%

개인능력 돌파

1

12.5%

8

40.0%

9

32.1%

전방 움직임

2

25.0%

3

15.0%

5

17.9%

크로스

5

62.5%

9

45.0%

14

50.0%

총계

8

100.0%

20

100.0%

28

100.0%

(4) 롱 카운터 공격

롱 카운터 공격과정에서 사용된 전술 형태의 차이는 관측 사례 수의
부족(N<5)으로 통계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였고, 빈도표를 통해 리그 간의
전술 형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도분석 결과, K리그와 U리그는 전진과정 즉, 역습을 시작하는 과정
에서 전방의 움직임, 개인능력 돌파 순으로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K리그의 경우 전방 움직임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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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리그의 경우 개인능력 돌파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상대 위험지역
혹은 패널티 박스 진입과정에서는 크로스 전술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쇼트 카운터의 진입과정에서의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쇼트 카운터 공격에서는 공격방향 전환을 통한 전술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단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
게 나타난 전술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전술요인이 공격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술인지 혹은 관측 경기 수가
적어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추후 검증을 통해 해당 공격 과정에서의 전술 요인을 수정 및 삭제함으
로서 전술요인에서 5회 미만의 관측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계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4-45. 롱 카운터 공격 과정 내 전술요인 빈도 표
K리그

전
진
과
정

진
입
과
정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콤비네이션

12

16.9%

13

13.3%

25

14.8%

공격방향 전환

3

4.2%

1

1.0%

4

2.4%

개인능력 돌파

22

31.0%

42

42.9%

64

37.9%

전방 움직임

33

46.5%

40

40.8%

73

43.2%

크로스

1

1.4%

2

2.0%

3

1.8%

총계

71

100.0%

98

100.0%

169

100.0%

콤비네이션

0

0.0%

1

3.1%

1

2.4%

공격방향 전환

0

0.0%

0

0.0%

0

0.0%

개인능력 돌파

7

70.0%

6

18.8%

13

31.0%

전방 움직임

1

10.0%

10

31.3%

11

26.2%

크로스

2

20.0%

15

46.9%

17

40.5%

총계

10

100.0%

32

100.0%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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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비 유형의 비교

본 절에서는 리그 간 수비 유형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비 유형의
활용빈도를 비교하였다. 수비 유형은 압박수비, 지역수비, 역습지연, 즉시
압박으로 구분하였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수비 조직이 상대의 공격
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을 경우만을 기록하였다. K리그와 U리그의 수비유
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K리그는 U리그보다 모든 수비유형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K리그는 지역수비, 즉시압박, 압박수비, 역습지연 순으로, U리그는
지역수비, 압박수비, 즉시압박, 역습지연 순으로 활용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K리그의 경우 지역수비 다음으로 즉시압박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U리그의 경우 지역수비 다음으로 압박수비의 활용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6. 수비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수비유형

K리그
U리그
총계

총계

압박수비

지역수비

역습지연

즉시압박

110

150

46

121

427

25.8%

35.1%

10.8%

28.3%

100.0%

78

113

40

73

304

25.7%

37.2%

13.2%

24.0%

100.0%

188

263

86

194

731

25.7%

36.0%

11.8%

2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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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수비 유형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2.316a

3

.509

우도비

2.320

3

.509

선형 대 선형결합

.524

1

.469

유효 케이스 수

731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35.76입니다.

6. 수비 과정 및 전술의 비교

본 절에서는 수비 전술의 비교를 통해 K리그와 U리그의 차이를 검증
하였다. 본문의 흐름상 수비 유형에 관한 내용 이후 수비 과정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수비 과정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었고, 이는
수비의 과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공
격 과정의 경우 공격을 시작해서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수비의 경우 상대 공격에 대응하여 이루
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다. 또한, 수비 전술은 공격 전술에 비해 선수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요
구하는데 경기 영상 카메라의 제한된 시점으로 모든 행위를 관찰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비의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수비
유형 안에서 발현되는 전술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수비 유형에 따른 수비 전술의 활용빈도를 통해 리그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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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박수비

압박수비 전술의 활용빈도에 따라 리그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활용빈도 면에서 K리그는 후방 유도, 상대 실수 유도, 라인
컨트롤 순으로, U리그는 상대 실수 유도, 후방 유도, 라인 컨트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후방유도 전술에서 리그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K리
그(55회)는 U리그(20회)보다 2배 이상의 활용빈도를 기록하였다. 그 외
라인 컨트롤 전술 및 상대 실수 유도 전술은 리그 간의 차이가 크지 않
았다. 따라서 K리그는 U리그에 비해 후방 유도 전술에 우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그 간 압박수비 전술 활용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들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압박수비 유형의 전술요인에 대한 빈도 표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후방 유도

55

50.0%

20

25.6%

75

39.9%

라인 컨트롤

12

10.9%

9

11.5%

21

11.2%

상대 실수 유도

43

39.1%

49

62.8%

92

48.9%

총계

110

100.0%

78

100.0%

188

100.0%

표 4-49. 압박수비 유형의 전술요인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카이제곱

자유도

TPL 유의확률

12.056

2

.002*

*. 카이제곱 통계량은 .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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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수비
지역수비 전술의 활용빈도에 따른 리그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활용
빈도 면에서 K리그는 2차 지역 커버, 3차 지역 커버, 1차 지역 커버 순
으로, U리그는 2차·3차 지역 커버, 1차 지역 커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리그 모두 2차, 3차 지역 커버 전술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지역(2, 3차)이 수비의 숫자를 상대 공격보다 높게 가져가는
핵심 수비지역이고 해당 지역에서 수비 간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에서 수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버 전술을 활용하기 유리한 환경
이라는 점에서 해당 결과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두 리그는 지역
수비 전술에 대한 활용빈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지역수비 유형의 전술요인에 대한 활용빈도 표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1차 지역 커버

6

4.0%

9

8.0%

15

5.7%

2차 지역 커버

77

51.3%

52

46.0%

129

49.0%

3차 지역 커버

67

44.7%

52

46.0%

119

45.2%

총계

150

100.0%

113

100.0%

263

100.0%

표 4-51. 지역수비 유형의 전술요인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카이제곱

자유도

TPL 유의확률

2.173

2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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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습지연
역습지연 전술의 활용빈도에 따른 리그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활
용빈도 면에서 K리그와 U리그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수비라인의
후퇴 전술, 미드필더라인의 후퇴 전술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
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K리그와 U리그는 역습지연 수비 상황에서 유사
한 전술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그 간 역습지연 전술 활용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역습지연 유형의 전술요인에 대한 빈도 표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수비라인의 후퇴

22

47.8%

22

55.0%

44

51.2%

미드라인의 후퇴

20

43.5%

18

45.0%

38

44.2%

총계

42

100.0%

40

100.0%

82

100.0%

표 4-53. 역습지연 유형의 전술요인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카이제곱

자유도

TPL 유의확률

3.705

1

.157b

b. 이 부표에 있는 셀의 20% 이상에서 셀 빈도가 5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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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시압박

즉시압박 전술의 활용빈도에 따른 리그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활
용빈도 면에서 K리그는 1차 저지, 소유권 회복, 지원 및 커버 순으로, U
리그는 소유권 회복, 지원 및 커버, 1차 저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K
리그와 U리그는 즉시압박 수비 상황에서 다른 전술적 선택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K리그와 U리그는 즉시압박 전술의 활용빈도 면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4. 즉시압박 유형의 전술요인에 대한 빈도 표
K리그

U리그

총계

빈도

열N%

빈도

열N%

빈도

열N%

1차 저지

50

41.3%

14

19.2%

64

33.0%

지원 및 커버

27

22.3%

29

39.7%

56

28.9%

소유권 회복

44

36.4%

30

41.1%

74

38.1%

총계

121

100.0%

73

100.0%

194

100.0%

표 4-55. 즉시압박 유형의 전술요인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카이제곱

자유도

TPL 유의확률

11.817

2

.003*

*. 카이제곱 통계량은 .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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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제 1 절

논의 및 결론

논의

기존의 팀 경기력 평가 연구에서 전술은 평가 요인의 일부로서 간주
(김주학, 2007; 이용수, 2013)되지만, 그 내용과 구성에 관해서는 다루어
지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축구 경기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을 완
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질적 요인으로서 전술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
렵다는 점, 정의하였더라도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윤영길, 2017). 본 연구에서도 전술 요인을 추출하는 과
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였고, 전술에 대한 개념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된 전술의 개념은 전
술을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축
구 경기에서의 전술이 무엇인지에 관한 축구 현장과 학계의 개념적 합의
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단계를 거쳐야만 전술에 관한 파악이 의미를 가
질 수 있다.
축구 경기에서의 전술은 경기의 특정 시점의 상황에서 팀의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종합적인 행위에 대한 결과이다(Lames & McGarry,
2007). 따라서 전술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전술이 구현되는 상황
에 관한 정보는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경기력 관련
연구들은 경기의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하여 경기력을 파악하는데 사용하
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현장과 학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구조 중
하나이다(Garganta & Pinto, 1994; Costa, 2009). 본 연구에서도 축구 전
문가의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경기의 상황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96 -

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각 경기 국면에서 전술이 발현될 수 있는 상
황을 세분화하는 것이 전술 요인을 추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축구에서의 전술에 관한 개념 및 구성은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
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개념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Garganta, 2009; Soltanzadeh, 2018).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전술은 경기의 상황과 경기장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며, 단지 선수의 배치(form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차원의 보다 넓은 의미에
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전술은 팀, 부분, 개인의 영역으로
구분하지만, 이를 구분할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술의 구조를 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팀 전술과 부분 전술을 구분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한데, 특정 포지션 혹은 일부 선수들이 구현해내는 전술
을 부분 전술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팀의 모든 선수들이 구현해내는
전술을 팀 전술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상존한다. 이 연구에
서도 추출된 전술 요인은 기존의 전술 분류 체계 하에서 부분 전술의 범
주에 속하지만, 이를 팀 전술과 구분지어 바라볼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
하였다. 따라서 팀 전술과 부분 전술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를 구분 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전술의 개념을 기존 의미에서 확장하여 제시하였
는데, 개인 전술의 일반적 개념을 ‘상대방 선수가 개인 선수에게 접근 하
였을 때 대처하는 개인의 전술적 행위’로 본다면, 팀 차원에서 개인 전술
은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팀 차원의 전술적 행위’로서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리블 돌파 능력이 우수한 선수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팀 전체가 특정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기 위해 전술적 지시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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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 선수가 돌파하기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전술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 전술의 개념을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다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고, 팀 전술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전술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전술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축구
경기 영상에서 전술 요인들이 측정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였다.
공격 전술을 측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부 수비
전술에서 측정의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수비 상황에서 선수 간의 위치와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수비 상황에서의 적절한 위
치와 간격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예를 들어, ‘수비 대형 유지’
전술의 경우에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과 이동 여부를 함께
관찰해야 하지만 카메라의 가시 범위가 상대 공격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맞추어지면서 수비 간격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또한, 수비 간격 및 거리를 측정하는데 있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
는 부분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일부 수비 행위에 측정 기준을 마
련할 수 없었다. 최근 선수들의 간격과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들은
이미 개발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장비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PS나 카메라 영상 기법을 통해 촬영과
동시에 선수의 거리와 간격을 측정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경
기 분석 프로그램 도구를 활용하여 선수 위치, 거리, 간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가능한 것도 현실이다(Wisbey, 2010; Buchheit, 2014). 따라서 측정
의 어려움으로 인해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수비 요인에 대해서
는 타당한 측정 방법 및 장비를 활용하여 추가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목적은 팀 경기력 평가에서 전술 요인의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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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탐색하는 것이고, 전술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술
요인의 측정이나 자료 분석의 과정보다는 전술 요인의 탐색 과정에 주안
점을 두었다. 또한, 측정의 어려움은 전술이라는 정성적 요소를 정량적
요소로 변환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연구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성적 요소를 정량적 요소로서
변환하는데 가장 큰 제약은 측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 발생한다
(Mackenzie & Cushion, 2013). 예를 들어, 수비 간격에 대한 부분을 측
정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지, 수비 간격
은 상대의 공격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것은 아닌지, 절대적인 측정 기준
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장과
학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술 요인에
대한 측정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2 절

결론

본 연구는 축구에서의 경기력을 바라볼 때 개인의 경기력 아닌 팀의
경기력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축구에서의 전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과
전술 요인이 실제 경기에서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에서의 전술 요인은 축구 경기를 구성하는 네 가지 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전술 요인의 세부 구성은 경기에서의 특정 상황과 플레
이가 이루어지는 지점에 따라 결정된다. 축구에서의 상황은 ‘경기의 국
면’으로 표현되며, ‘경기의 국면’은 ‘공격 국면’, ‘수비로의 전환 국면’, ‘수
비 국면’, ‘공격으로의 전환 국면’으로 구분된다. 공격 국면에서의 전술
요인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활용한 전술’, ‘전방의 움직임을 활용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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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공격방향 전환을 활용한 전술’,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크로스
를 활용한 전술’, ‘포스트플레이를 활용한 전술’이 도출되었고, 공격 전환
국면에서의 전술 요인은 ‘전방의 움직임을 활용한 전술’, ‘개인 능력을 활
용한 전술’, ‘크로스를 활용한 전술’이 도출되었다. 수비 국면에서의 전술
요인은 ‘수비 대형 유지’, ‘수비 커버리지’, ‘후방 유도’, ‘라인 컨트롤’, ‘상
대 실수 유도’이 도출되었고, 수비 전환 국면에서의 전술 요인은 ‘수비
라인의 후퇴’, ‘미드필더 라인의 후퇴’, ‘1차 저지’, ‘전진 가능성 차단’이
도출되었다.
둘째, 추출된 전술 요인들은 경기 영상을 통해 측정이 가능했지만 일
부 수비 전술 요인은 측정의 어려움이 관찰되었다. 특히 ‘수비 대형 유
지’ 전술의 경우,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과 이동 여부를 함께
관찰해야 하지만 상대 공격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따라 카메라의 가시 범
위가 변경되면서 수비 간격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또한, 수비 행
위에 대한 측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측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수비 간격을 측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정확한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 영상 장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측정이 불가한 특정 수비
전술 요인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차후에 수비 전술에 대한
측정 방법 및 장비 활용에 관한 부분과 수비 전술 측정을 위한 개념 및
기준 설정에 관한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리그 간 전술 운영의 차이를 확인했지만,
이것이 경기력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었다.
리그 간 전술 운영의 차이를 보기 위해 두 리그의 전술 빈도를 비교하였
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전술 요인과 그렇지 않은 전술
요인이 함께 관찰되었다. 공격 부문에서 K리그는 측면에서의 전술 운영,
특히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활용한 전술과 전방의 움직임을 활용한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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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났고, U리그는 역습(카운터) 과정에서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 운영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비 부문에서 K리그는 압박수비 전술과
즉시압박 전술의 관측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전술에 대해서도 빈도 분석을 통해 특정 전술이 비
교적 높게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리그에서 어떠한 전술의
활용 빈도가 높은지 확인하여 리그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전술 요인의 자료를 통해서 두 리그를 비교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빈도를 비교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
였다.
하지만 전술 자료를 통해 두 리그의 경기력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두 리그의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고 가정하였고, K리그가 U리그의 상위리그라는 전제 하에 진행하였다.
따라서 모든 전술 요인에서 K리그가 U리그보다 높은 빈도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전술 요인에서 낮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상위리그
인 K리그가 대부분의 전술에서 높은 빈도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거나 그 차이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 아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경기력을 논하고자 할 때 단순히 특정 수치나
지표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와 궤를 함께 한다. 좋은 경기력을 판단
하는데 있어 특정 수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
한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전술 요인을 어떠한 경기력 관련 요소와
연관 지어 해석할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술 요인을 통해
팀 경기력을 비교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전술 요인이 팀의 승패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경기력 평가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의 몇 가지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팀
스포츠 경기에서 전술 요인의 활용 가능성을 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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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요인에 대한 탐색과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쳤으나, 신뢰도 검증 과
정을 적절히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연구의 대상이 K리그와 U리그
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전술 요인들이 다른 환경
의 리그에서 측정 가능한 것인지, 측정된 자료들이 경기력의 차이를 설
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도에 대한
추가 검증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경기 수가 20경기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사
례 수를 확보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공격 전술의 경우, 일부 사례에
서 5 미만의 관측치를 기록하여 통계적 검증의 유의성을 낮추었고,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5~10 이상의 관측치를 기록한 요인들이 대다수였지만
통계적 검증 과정에서 유의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요인들
간의 차이가 없어 통계적 검증 과정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더욱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지만, 적은 수의 관측치가 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리그 간 전술 활용의 차
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리그 특성에 기인한 것
인지 혹은 적은 사례 수로 인한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축구 경기력 평가에서 전술 요인에 대한 탐색과 실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다. 비록 기초 자료 성격의 연구이지
만 기존의 축구 경기력 평가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팀 단위
경기력에 대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는 점과 전술 관련 연구의 필요성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질적인 부
분을 계량화 하고 일반화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는 점은 정
성적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정량적 평가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었
던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경기에서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경
기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102 -

되는 바 이며,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평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환원주의적 관점은 경기력 관련 연구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경기의 일부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
고, 경기의 전체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총체주의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은 문제 해결의 실마
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도 축구 경기력 평가에 있어 다양한 관점
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기력을 바라보고자 전술
의 활용을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경기력 관련 연구 및 전술
관련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보다 다양한 관
점에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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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actics in
Team Performance Evaluation
: based on the cases of tactics in soccer teams
Moon, Jungsu
Sport Science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ins with the concern that the existing tea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onsiders the performance of the team as a whole through
the sum of individual performance.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that do not fully reflect the various elements of soccer matches
and team dynamics, which have raised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and a holistic perspective to the performance. In addition, tactics
were known as a means to achieve what the team wants to do in the match.
Therefore, it may indicate the team’s performance and has the potential for
being used as a team performance facto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tract and categorize the team's tactical factors in soccer
matches,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se factors by observing, col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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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data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comparisons.
As a procedure of this study, first, a semi-structur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group of experts of five football managers and coaches to
explore tactical factors. Analysis of the content was done using a 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 and then was conducted factorial
extraction and categorization. Secon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tactical
factors, the tactical factors were measured by observing the soccer matches
on screen. In this process, the recording sheet including tactical factors was
designed and the concept of each tactical factor was defined to solve the
ambiguity of the measurement. Finally, observations of tactical factors in the
K-League and the U-League were compared to verify their usability as team
performance evaluation factors, and frequency analysis, cross-analysis, and
chi-square tests were performed for statistical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actical factors are
extracted on the basis of the phases consisting a football match(attack,
defense, attacking transition, defensive transition). Each tactics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game and the play of style.
Second, tactical factors that are extracted from this study can be measured
during matches. However, some defensive tactics cannot be observed due to
the limitations of camera’s vision and the uncertainty of a notion regarding
defensive tactics. Third, it is identifi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use of
tactics between leagues.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differences in tactical frequency of use represent differences in performance
levels. That is the reason why further discussion will be needed through a
follow-up studies. In addition, to improv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an
expansion of the numbers of subjects(league and games) will be required.
keywords : Performance Evaluation, Team Performance, Football, T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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