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Sport Industry Report

2021.9

글로벌 스포츠산업 리포트

GSR Ⅰ. 글로벌 스포츠산업 현황

Ⅱ. 국가별 스포츠산업 트렌드

Ⅲ. 글로벌 스포츠 기업

Ⅳ. 통계로 보는 글로벌 스포츠산업

∨. 글로벌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글로벌 스포츠산업 리포트
Global Sport Industry Report 2021.9GSR

Ⅰ. 글로벌 스포츠산업 현황

- 영국 스포츠산업 현황 2

- 영국 스포츠산업 트렌드 및 소비 8

Ⅱ. 국가별 스포츠산업 트렌드

- JD스포츠(JD Sports Fashion Plc) 16

Ⅲ. 글로벌 스포츠 기업

- 영국 스포츠용품 수출입 20

Ⅳ. 통계로 보는 글로벌 스포츠산업

- 2020 도쿄올림픽 공식 명칭 이슈 
   EPL 관중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실시
   중국 스포츠산업 발전 계획
   말레이시아 스포츠산업 종사자 백신 투여 24

Ⅴ. 글로벌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발 행 처

발 행 인

편 집 위 원

발 행 일

디 자 인

초 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윤신

신성연, 유의동, 정지명

김민수, 고경진, 박선영

2021년 9월 1일

아하디자인

2021년 4월 6일

※글로벌 스포츠산업 리포트(GSR)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Global Sport Industry Report 32021.9

Ⅰ
.  글

로
벌

 스
포

츠
산

업
 현

황

 1. 스포츠산업 규모

가. 전체 스포츠산업

○  영국의 전체 스포츠산업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인 ‘영국 스포츠 위성계정 2012-2016’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영국 스포츠산업의 총 부가가치(GVA)는 58.7조 원이며 영국 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임 

 -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영국 스포츠산업 총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3.6%임

○  2016년 기준 영국의 스포츠산업 관련 고용 규모는 약 1,185,000명이며, 영국 내 총 고용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고용은 3.7%의 비중을 차지함

 -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영국 스포츠산업의 고용 규모는 연평균 2.7% 성장하였음

표 1. 2012-2016년 영국 스포츠산업 규모
(단위: 조 원, %, 천 명, 1£=1,574원)

부문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성장률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총 부가가치
(GVA) 51.0 2.2 52.6 2.1 54.4 2.1 56.8 2.1 58.7 2.1 3.6

고용 1,065 3.5 1,069 3.5 1,119 3.6 1,166 3.6 1,185 3.7 2.7

출처: DCMS(2018). UK Sport Satellite Account, 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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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 스포츠산업 규모 - 총 부가가치, 고용 (단위 : 조 원, 천 명) 

출처 : DCMS(2018). UK Sport Satellite Account, 2012-2016. 재구성

Ⅰ
글로벌 스포츠산업 현황
- 영국 스포츠산업 현황 

나. 스포츠용품 제조업

1) 사업체 수

○  2017년 기준 영국의 스포츠용품 제조업 사업체 수는 804개임

-  영국 스포츠용품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08년 708개를 기록한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774개, 2017년에는 804개까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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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 스포츠용품 제조업 사업체 수 (단위 : 개)

출처 : www.statista.com

2) 매출액

○  2018년 기준 영국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매출액은 8.5억 달러(1.0조 원) 규모임

-  2015년 10.5억 달러(1.2조 원) 규모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 9.7억 달러(1.1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 다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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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국 스포츠용품 제조업 매출액(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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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포츠 장비 소매업

1) 사업체 수

○  2018년 기준 영국 스포츠 전문 장비 소매업의 사업체 수는 5,075개임

-  2008년 이후 꾸준히 사업체 수가 증가하다 2016년 5,159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 5,150개, 

2018년 5,075개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5,000개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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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국 스포츠 장비 소매업 사업체 수 (단위 : 개)

출처 : www.statista.com

2) 매출액

○  2018년 기준 영국 스포츠 장비 소매업의 매출액은 57억 파운드(9.0조 원) 규모임

-  2016년 56억 파운드(8.8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17년 70억 파운드(11.1조 원)로 최근 10

년간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57억 파운드(9.0조 원)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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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국 스포츠 장비 소매업 매출액 (단위 : 백만 파운드)

출처 : www.statista.com

* 스포츠 장비 및 액세서리, 캠핑, 레크리에이션, 악기 등을 포함한 매출액임

3) 종사자 수

○  2019년 기준 영국의 스포츠 전문 장비 소매업의 종사자 수는 75,000명임

-  2016년 86,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71,000명으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 75,000명 

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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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국 스포츠 전문 장비 소매업 종사자 수 (단위 : 천 명)

출처: www.statista.com/statistics/408618/specialised-retailers-sporting-equipment-employment-united-kingdom-uk/

2. 영국 스포츠산업 시장 동향

가.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

○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국 내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은 11.6조 원(74억 파운드)으로, 전체 의류 및 신발 시장 판매액인  80.7조 원(513억 

파운드)의 14.4%에 해당함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영국 의류 및 신발 판매액 대비 스포츠 의류 판매액은 10.4%에서

14.4%까지 4%p 증가하였으며,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 자체도 2012년 7.9조 원(50억 파운드)

에서 2017년 11.6조 원(74억 파운드)으로 약 48.1% 증가

표 2. 영국 전체 의류 및 신발 대비 스포츠 의류 판매액 비교

(단위: 십억 원, %, 1£=1,574원)

구분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A)
전체 의류 및 신발 

판매액(B)

전체 의류 및 신발 판매액  
대비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 비중(A/B)

2012 7,852.4 75,166.8 10.4

2013 8,331.0 77,072.2 10.8

2014 9,016.0 78,536.3 11.5

2015 9,955.7 79,262.7 12.6

2016 10,814.6 79,928.3 13.5

2017 11,628.9 80,730.5 14.4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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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국 전체 의류 및 신발 시장 내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 (단위 : 십억 원)

출처 : www.statista.com. 재구성

나. 품목별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

○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은 2017년 11.6조 원(73.9억 파운드)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기록함

- 스포츠 의류 판매액은 2017년 7.2조 원(45.8억 파운드)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7.0%의 성장률을 기록함

 - 스포츠 신발 판매액은 2017년 4.4조 원(28.1억 파운드)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10.3%의 성장률을 기록함

○  스포츠 의류 품목별 판매액은 2017년 기준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SI(Sports-inspired) 의류 3.4조 원 

(21.7억 파운드), 기능성 의류 2.9조 원(18.6억 파운드), 아웃도어 의류 0.9조 원(5.4억 파운드) 순으로 

나타남 

○  스포츠 신발 품목별 판매액 또한 2017년 기준 SI(Sports-inspired) 신발 2.6조 원(16.5억 파운드), 기능성 

신발 1.5조 원(9.3억 파운드), 아웃도어 신발 0.4조 원(2.4억 파운드) 순으로 나타남

표 3. 2012-2017년 세부 품목별 영국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판매액

(단위: 십억 원, 1£=1,574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스포츠
의류

기능성 의류 2,045.6 2,174.2 2,323.2 2,490.7 2,724.9 2,933.3 7.5

아웃도어 의류 714.6 745.3 770.5 794.2 819.7 850.0 3.5

SI(Sports-inspired) 의류 2,382.6 2,543.0 2,732.0 2,997.7 3,237.4 3,417.0 7.5

소계 5,142.7 5,462.3 5,825.7 6,282.6 6,782.1 7,200.3 7.0

스포츠 
신발

기능성 신발 886.2 939.2 1,040.9 1,186.8 1,319.8 1,461.0 10.5

아웃도어 신발 310.7 320.3 337.9 348.5 361.4 376.2 3.9

SI(Sports-inspired) 신발 1,512.6 1,609.3 1,811.7 2,137.8 2,351.6 2,591.4 11.4

소계 2,709.6 2,868.8 3,190.5 3,673.1 4,032.6 4,428.6 10.3

합계 7,852.4 8,331.0 9,016.0 9,955.7 10,814.6 11,628.9 8.2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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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2-2017년 세부 품목별 영국 스포츠 의류 판매액 (단위 : 십억 원)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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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2-2017년 세부 품목별 영국 스포츠 신발 판매액 (단위 : 십억 원)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재구성

다. 유럽 주요 국가 스포츠 신발 판매액 비교

○  2019년 기준 세계 스포츠 신발 판매액은 약 516억 달러(약 58.5조 원) 규모임

-  그 중에서 유럽의 스포츠 신발 판매액은 영국이 가장 많은 28억 달러(3.2조 원)를 기록했으며, 독일 

21억 달러(2.4조 원), 이탈리아 13억 달러(1.5조 원), 프랑스 11억 달러(1.2조 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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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럽 스포츠 신발 매출 상위 4개국(2019) (단위 : 억 달러)

출처 : www.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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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스포츠산업 트렌드

가. 운동환경 변화

○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봉쇄령 등을 비롯한 방역 

지침으로 헬스장과 피트니스 센터의 이용에 제한이 생기자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홈 트레이닝/

재택운동)족’이 증가

○  영국 레저산업 미디어 기업인 LMC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쇄령 이후 영국의 홈트족 비중은 

이전보다 약 2배 증가한 53%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트니스 센터 회원 비중(15.6%)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  응답자의 63%는 코로나19 유행 이후가 그 어느 때보다 운동이 중요시 되는 시점이라고 답변했고 67%

는 운동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함

나. 비대면 피트니스 서비스 활성화

○  코로나19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이 증가하자 기존 피트니스 센터 등이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영국의 1차 봉쇄령 기간이었던 2020년 4월 영국 재택운동 인구의 37%가 온라인 플랫폼(라이브 

스트리밍, 녹화된 영상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피트니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버츄어짐(Virtuagy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피트니스 산업의 91%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료 피트니스 수업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존 회원가입 형태를 디지털 구독(digital 

subscription)으로 전환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함

○  영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에 따르면 재택운동 초보자들은 무료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 재택운동 중급자들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함

 -   코로나19 이전에도 피트니스 센터 회원이었던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 모두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맞춤형 디지털 피트니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Ⅱ
국가별 스포츠산업 트렌드
- 영국 스포츠산업 트렌드 및 소비

<그림 11> 플라이 엘디엔(FLY LDN) <그림 12> 퓨어 짐(Pure Gym)

출처 : https://flyldn-online.com 출처 : www.puregym.com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앱 수요 증가

○   디지털 피트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증가와 함께 홈 트레이닝을 보조할 수 있는 피트니스 

웨어러블 및 앱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함

-  2020년 영국의 피트니스 웨어러블 사용자는 전년대비 25.7% 증가한 830만 명, 앱 사용자는 전년대비 

21.8% 증가한 1,230만 명으로 나타남

-  피트니스 웨어러블은 손목에 차는 시계 형태 외에도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웨어(의류 및 신발 안창 등),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측정기 등이 있음

○    2020년 영국의 피트니스 웨어러블 및 앱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7.6% 증가한 7.5억 달러(0.9조 원)

로 중국 62억 달러(7.0조 원), 미국 53억 달러(6.0조 원), 인도 22억 달러(2.5조 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시장임

-  향후 영국의 피트니스 웨어러블 및 앱 시장은 2020년처럼 급성장세를 보이진 않겠지만, 꾸준히 7억 

달러대 규모를 유지하며 앱 부분은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애슬레저(Athleisure) 열풍

○  영국의 스포츠 의류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애슬레저 룩(Athleisure look)에 대한 열풍에서 기인함

○  2018년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국의 주 1회 이상 규칙적 스포츠 

참여율은 47%로 EU 전체의 규칙적 스포츠 참여율 40%에 비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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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15-24세의 규칙적 스포츠 참여율이 남성 75%, 여성 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들 세대가 스포츠 관련 품목을 구매한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지난 1년간 스포츠 의류, 신발, 장비, 

액세서리를 구매한 소비자의 약 50%가 운동 외의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 34%의 소비자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입을 수 있는 패셔너블한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다고 응답함

 -  스포츠 의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미한 스포츠 의류가 

영국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음

-  뉴 룩(New Look), 프라이마크(Primark), 아소스(ASOS)와 같은 패션 기업들이 자체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 투자하면서 여성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일상복을 대체할 애슬레저 룩(Athleisure 

look)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2. 영국 스포츠산업 소비

가. 스포츠 피트니스 용품 소비

○  2019년 기준 영국 스포츠 피트니스 용품(스포츠 의류 제외)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100파운드

(157,400원) 미만 지출이 100만 명(67.7%)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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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영국 스포츠 피트니스 용품 소비 (단위 : 천 명)

출처 : www.statista.com/statistics/302939/sports-equipment-user-expenditure-in-the-uk/ 재구성

나. 스포츠용품 온라인 구매 비중 

○  2020년 기준 영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의류를 포함한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를 구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에 이름

 -  2015년 50%대를 넘은 이후 2019년 60%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55%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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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영국의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온라인 구매 비중 (단위 : %)

출처 : www.statista.com/statistics/320972/purchasing-clothing-shoes-accessories-online-great-britain/

다. 스포츠용품 소비자물가지수

○  2020년 기준 영국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3.1로 나타남

 - 최근 13년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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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영국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출처 : www.statista.com/statistics/286616/sport-and-open-air-recreation-equipment-consumer-price-index-cpi-  
annual-average-in-united-kingdom-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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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스포츠 브랜드

가.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브랜드 선호도

1) 스포츠 의류 브랜드

○  2020년 기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는 나이키(Nike)로, 연간 530만 명이 나이키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아디다스(Adidas)는 2020년 500만 명이 의류를 구입하여 2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는 642만 명이 

아디다스 의류를, 575만 명이 나이키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국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가운데 다른 브랜드들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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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9-2020년 영국 스포츠 의류 브랜드 순위 (단위 : 천 명)

출처: www.statista.com/statistics/313005/leading-brands-of-sports-clothing-in-the-uk/

2) 스포츠 신발 브랜드

○  2020년 기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신발 브랜드는 아디다스로, 연간 765만 명이 아디다스 

스포츠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나이키는 2020년 556만 명이 스포츠 신발을 구입하여 2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도 1,035만 명이 

아디다스 신발을, 879만 명이 나이키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아디다스, 나이키가 1, 2위를 

차지하였음

 -  영국의 스포츠 신발 브랜드 또한 의류와 마찬가지로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시장 지배력이 높았으며, 다른 

브랜드들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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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9-2020년 영국 스포츠 신발 브랜드 순위 (단위 : 천 명)

출처: www.statista.com/statistics/312998/leading-brands-of-sports-shoes-and-trainers-in-the-uk/

나. 주요 브랜드별 제품 소비 현황

○  2019년 기준 영국에서 아디다스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스포츠 신발이며, 2019년 기준 1,035

만 명이 아디다스 스포츠 신발을 구매함

 -  다음으로는 스포츠 의류의 구매가 많았으며, 642만 명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남성용데오도란트, 바디 스프레이등 샤워젤, 목욕용품
스포츠악세서리 남성용에프터쉐이브, 향수 등
여성용데오도란트, 바디 스프레이등 여성용향수 등

<그림 18> 영국 아디다스 주요 제품 구매자 수 (단위 : 천 명)

출처: www.statista.com/statistics/312049/adidas-leading-products-in-th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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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나이키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스포츠 신발로 2019년 879만 명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36.5만 명이 증가한 수치임

 -  다음으로는 스포츠 의류 575만 명, 액세서리 180만 명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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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영국 나이키 주요 제품 구매자 수 (단위 : 천 명)

출처: www.statista.com/statistics/312842/nike-leading-products-in-the-uk/

○  영국에서 리복(Reebok)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역시 스포츠 신발로 2019년 기준 177만 명이 

리복의 스포츠 신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 의류는 14.8만 명 증가한 114.4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이후 리복의 스포츠 신발, 의류, 

액세서리 모두 구매자 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 영국 리복 주요 제품 구매자 수 (단위 : 천 명)

출처: www.statista.com/statistics/312859/reebok-leading-products-in-the-uk/

다. 스포츠용품 브랜드 인지도 : 유튜브(Youtube) 조회 수

1) 스포츠용품 제조 브랜드

○  2021년 3월 현재 영국 스포츠용품 제조 브랜드의 유튜브(Youtube) 조회 수(업로드 된 총 동영상의 

조회 수 기준)는 라파(Rapha)가 1,670만 건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스웨티베티(Sweatybetty) 1,340만, 코츠월드 아웃도어(Cotswold Outdoor) 1,046만, 

루코제이드 스포츠(Lucozade Sport) 1,000만, 매트릭스 피싱(Matrix Fishing) 760만, 홀랜드 앤 

홀랜드(Holland & Holland) 652만 순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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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영국 스포츠용품 제조 브랜드 유튜브 조회 수 상위 10 (단위 : 백만 건)

출처 : www.statista.com/statistics/779237/leading-sporting-goods-brands-youtube-views/

2) 스포츠용품 소매 브랜드

○  2021년 3월 현재 영국 스포츠용품 소매 브랜드의 유튜브(Youtube) 조회 수(업로드 된 총 동영상의 

조회 수 기준)는 고 아웃도어 TV(Go Outdoors TV)가 1,267만 건으로 가장 많았음

 -  에반사이클(Evans Cycles)이 1,265만 건으로 고 아웃도어 TV와 비슷한 수준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데카트론 UK(Decathlon UK) 484만 건, 아메리칸골프 UK(americangolf UK) 449만 건, 

마운틴 웨어하우스(Mountain Warehouse) 305만 건 순으로 확인됨

12,668 

12,653

4,844 

4,486 

3,053 

96 

79 

31 

0.06

GO Outdoors TV

Evans Cycles

Decathlon UK

american golf UK

Mountain Warehouse

Sports Direct Running

Edgar Brothers

Tiso

Shooting Sports UK

<그림 22> 영국 스포츠용품 소매 브랜드 유튜브 조회 수 상위 9 (단위 : 천 건)

출처 : www.statista.com/statistics/782448/leading-sporting-goods-retailer-brands-youtub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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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스포츠 기업: JD스포츠(JD Sports Fashion Plc)

1. 기업정보

가. 기업개요

○  1981년 영국의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주 버리(Bury)에서 사업을 시작한 JD

스포츠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781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멀티채널 스포츠 브랜드 소매기업으로 

스포츠 및 캐주얼 의류와 신발을 비롯한 스포츠용품의 유통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퓨마(Puma), 노스 페이스(The North Face)

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유통, 핑크 소다(Pink Soda)나 서플라이 앤 디멘드(Supply & Demand)와 

같은 자체 브랜드 소매를 통해 스포츠 브랜드 소비에 대한 소비자 경험(CX: Consumer Experience)

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음

○  JD스포츠는 업계를 선도하는 스포츠 의류와 신발 및 기타 스포츠용품 유통ㆍ소매 기업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쇼핑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구매 방식으로 손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나. 주요 사업 영역

○  JD스포츠의 주요 사업은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의 유통과 자체 브랜드의 소매로, 기업이 

보유중인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자의 쇼루밍(Show Rooming)1)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멀티채널 유통ㆍ소매 기업과의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를 보여줌

○  또한, JD스포츠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브랜드의 독점 모델을 

유통ㆍ판매하며 자사의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쟁 기업과는 다른 스포츠 제품 소매 

기업의 정체성을 구축하였음

○      JD스포츠는 글로벌 브랜드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의 유통ㆍ판매뿐만 아니라 아웃도어나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브랜드를 인수하며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음 

 사업 영역 (TYPES OF BUSINESS)

▶ 글로벌 브랜드 스포츠·아웃도어 의류 및 신발, 스포츠·아웃도어 용품 유통 및 판매

▶ 자체제작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스포츠용품 유통 및 판매

▶ 피트니스 센터 운영 및 코칭 서비스 제공

1)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탐색 후 가격이 낮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행동을 의미함

다. 재무정보

○  JD스포츠의 2020년 매출액은 6조 9,240억 원으로 최근 점진적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5년(2016-2020)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5.3%를 기록하였음 

○  최근 5년(2016-2020) 동안의 순자산(Net Assets)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Profit before Tax)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7.6%와 26.8%로 JD스포츠의 재무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JD스포츠는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등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의 유통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 

생산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가진 종합 스포츠용품 기업으로 전환하며 기업의 재무적 가치를 

높이고 있음  

○  2020년 전체 매출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4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럽 지역(26%)

과 미국(2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5%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장 수는 64개로, 이는 2019년과 비교해 18개 증가한 규모임

표 4. 연도별 주요 재무지표*

(단위: 십억 원, 1$=1,133원)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
(Revenue)

2,064 2,695 3,582 5,345 6,924

법인세 및 예외적 지출 차감 전 이익
(PROFIT BEFORE TAX AND EXCEPTIONAL ITEMS)

178 277 348 402 497

법인세 차감 전 이익
(PROFIT BEFORE TAX)

149 270 334 385 395

순자산
(NET ASSETS)

566 656 945 1,220 1,461

순현금
(NET CASH)

237 242 351 142 487

주당 배당률
(TOTAL DIVIDEND PAYABLE PER ORDINARY SHARE)

1.48 1.55 1.63 1.71 0.28* 

기본 주당 순이익
(BASIC EARNINGS PER ORDINARY SHARE)

10.03 18.38 28.83 26.90 25.29 

출처 :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JD Sport Fashion PLC) 자료 재구성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최종 배당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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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동향 : What’s On?

 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한 유통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제공

○   JD스포츠는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의 

독점 모델을 판매하며 소비자의 충성도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다른 스포츠용품 유통ㆍ소매 기업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였음

○  특히, 개성추구성향(Need for Unique)이 강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콜라보레이션)을 바탕으로 JD

스포츠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유통ㆍ판매하였음

○  이처럼 JD스포츠는 소비자 특성에 따라 스포츠용품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 시장별 소비자의 욕구 충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기존의 스포츠용품 유통ㆍ소매 기업과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3> JD스포츠의 독점 판매를 의미하는 태그(ONLY AT JD)가 부착된 운동화

출처 : www.gettyimages.com

나. 옴니채널 기반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고객경험관리

○  JD스포츠는 소비자 지향적인 고객경험관리(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를 바탕으로 

자사가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음

○  옴니채널(Omni-Channel)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넘나들며 스포츠 관련 제품을 탐색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경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비중 증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의 쇼루밍 또는 

역-쇼루밍(Reverse-Show Rooming)2) 구매행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 받음 

2) 소비자가 접근 용이성이 높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품에 대한 탐색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소비행동을 의미함 

<그림 24> JD스포츠의 옴니채널 구조 <그림 25> 온라인 쇼핑ㆍ구매 플랫폼

출처 : www.jdsports.com 출처 : www.jdsports.co.kr

다. 서비스 확장을 통한 시장 확대

○    JD스포츠는 기업의 핵심 사업인 스포츠용품 유통과 자체 브랜드 생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로 시장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 범위를 넓히고 있음

○ 2016년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콘셉트로 피트니스 센터인 ‘JD짐스(JD Gyms)’를 오픈하였음 

 - JD짐스는 피트니스 및 체력단련을 위한 스포츠 시설로 영국 내 주요 거점을 기반으로 30개가 운영되고 있음

○  JD짐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형 피트니스 장비와 

용품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개인의 건강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및 

코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26> JD짐스(JD Gyms) 피트니스 시설 및 장비

출처 : www.jdgyms.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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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스포츠용품 수출입 규모 

가. 영국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

○ 2019년 기준 영국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는 총 8,614억 원(5.5억 파운드)임

 -  EU 내 수출이 6,460억 원(4.1억 파운드), EU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2,154억 원(1.4억 파운드) 규모로 

나타나 전체 스포츠용품 수출에서 EU 내 수출이 74.5%, EU 외 수출이 25.5%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의 스포츠용품 전체 수출 규모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7% 증가하였으며, EU 내 

수출이 연평균 5.1%, EU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연평균 7.6% 증가함

표 5. 영국의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

(단위: 십억 원, %, 1£=1,574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EU 내 393.1 405.3 439.4 433.2 459.7 501.1 503.0 557.0 614.3 651.6 646.0 5.1

EU 외 103.2 106.1 113.3 117.0 132.2 134.6 127.3 144.9 160.7 192.9 215.4 7.6

합계 496.3 511.3 552.8 550.2 591.8 635.6 630.3 702.0 775.1 844.4 861.4 5.7

출처 : www.statista.com/statistics/383106/sporting-goods-uk-united-kingdom-export-value/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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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영국 스포츠용품 수출 현황 (단위 : 십억 원)

출처: www.statista.com/statistics/383106/sporting-goods-uk-united-kingdom-export-value/ 재구성

Ⅳ
통계로 보는 글로벌 스포츠산업
- 영국 스포츠용품 수출입

나. 영국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

○ 2019년 기준 영국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는 총 1조 7,145억 원(10.9억 파운드)임

 -  EU 내 수입이 3,944억 원(2.5억 파운드), EU 외 지역에서의 수입이 1조 3,202억 원(8.4억 파운드) 

규모로 나타나 전체 스포츠용품 수입에서 EU 내 수입이 22.9%, EU 외 수입이 77.1%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 스포츠용품의 EU 내 수출이 74.5%, EU 외 수출이 25.5%를 기록한 것과 반대로, 스포츠용품 

수입은 EU 내 지역의 비중보다 EU 외 지역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스포츠용품 전체 수입 규모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3% 증가하였으며, EU 내 

수입이 연평균 3.8%, EU 외 지역에서의 수입이 연평균 4.5% 증가함

표 6. 영국의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

(단위: 십억 원, %, 1£=1,574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EU 내 271.5 253.6 258.8 246.5 279.6 288.4 243.0 335.6 350.1 399.9 394.4 3.8

EU 외 852.5 997.3 940.8 971.0 974.7 1,071.30 1,217.90 1,254.40 1,253.40 1,222.50 1,320.20 4.5

합계 1,124.00 1,251.00 1,199.70 1,217.60 1,254.30 1,359.70 1,460.90 1,590.00 1,603.40 1,622.40 1,714.50 4.3

출처 : www.statista.com/statistics/383106/sporting-goods-uk-united-kingdom-export-value/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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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영국 스포츠용품 수입 현황 (단위 : 십억 원)

출처: www.statista.com/statistics/382973/sporting-goods-uk-united-kingdom-import-value/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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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영국 스포츠용품 수출입

가. 스포츠용품 수출 국가

○    2019년 기준 영국이 스포츠용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독일(964억 원)이며, 다음으로 프랑스

(860억 원), 아일랜드(695억 원), 네덜란드(440억 원), 스웨덴(434억 원), 스페인(403억 원), 미국

(391억 원), 이탈리아(272억 원), 폴란드(194억 원), 덴마크(190억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됨

 -  독일은 영국 스포츠용품 수출의 14.4%를 차지하였고, 프랑스 12.9%, 아일랜드 10.4% 비중임

표 7. 영국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2019년 기준)

(단위: 십억 원, %, 1$=1,133원)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독일 96.4 14.4 호주 9.8 1.5

프랑스 86.0 12.9 UAE 9.5 1.4

아일랜드 69.5 10.4 남아공 9.4 1.4

네덜란드 44.0 6.6 체코 7.2 1.1

스웨덴 43.4 6.5 일본 5.6 0.8

스페인 40.3 6.0 포르투갈 4.7 0.7

미국 39.1 5.9 헝가리 4.2 0.6

이탈리아 27.2 4.1 사우디아라비아 3.9 0.6

폴란드 19.4 2.9 캐나다 3.9 0.6

덴마크 19.0 2.8 아이슬란드 3.6 0.5

벨기에 15.0 2.2 홍콩 3.6 0.5

스위스 12.7 1.9 태국 3.2 0.5

오스트리아 12.2 1.8 룩셈부르크 2.7 0.4

핀란드 11.1 1.7 멕시코 2.7 0.4

노르웨이 10.0 1.5 중국 2.7 0.4

그 외 국가 46.8 7.0

출처 : https://oec.world/en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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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영국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 (단위 : 십억 원)

출처: https://oec.world/en 재구성

* 기타는 수출 11위부터 그 외 국가를 모두 포함함

나. 스포츠용품 수입 국가

○  2019년 기준 영국이 스포츠용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6,086억 원)이며, 다음으로 미국

(1,325억 원), 대만(979억 원), 이탈리아(793억 원), 네덜란드(759억 원), 독일(681억 원), 프랑스

(591억 원), 베트남(432억 원), 인도(380억 원), 파키스탄(370억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됨

 - 중국은 영국 스포츠용품 수입의 41.4%를 차지하였고, 미국이 9.0%, 대만이 6.7% 비중을 차지함

표 8. 영국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2019년 기준)

(단위: 십억 원, %, 1$=1,133원)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중국 608.6 41.4 체코 13.6 0.9

미국 132.5 9.0 오스트리아 10.8 0.7

대만 97.9 6.7 일본 9.4 0.6

이탈리아 79.3 5.4 인도네시아 8.0 0.5

네덜란드 75.9 5.2 아일랜드 7.7 0.5

독일 68.1 4.6 스웨덴 6.9 0.5

프랑스 59.1 4.0 헝가리 6.0 0.4

베트남 43.2 2.9 슬로바키아 4.9 0.3

인도 38.0 2.6 덴마크 4.6 0.3

파키스탄 37.0 2.5 캐나다 4.6 0.3

벨기에 34.4 2.3 대한민국 4.2 0.3

스페인 26.0 1.8 필리핀 3.8 0.3

태국 20.9 1.4 불가리아 3.6 0.2

홍콩 16.6 1.1 호주 2.9 0.2

폴란드 16.3 1.1 터키 2.3 0.2

그 외 국가 26.5 1.8

출처 : https://oec.world/en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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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영국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 (단위 : 십억 원)

출처: https://oec.world/en 재구성

* 기타는 수입 11위부터 그 외 국가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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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글로벌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2021년에 개최된 올림픽을 2020 도쿄올림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0’과 ‘1’의 차이”

야후스포츠(Yahoo Sports)에 의하면, 공식 명칭의 연도를 2020에서 2021로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쿄올림픽 메달을 비롯한 공식 용품과 스폰서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이 

이미 생산ㆍ제조되었다는 점 역시 주요한 이유라고 한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관계자는 야후스포츠를 통해 “작년 3월에 이미 'Tokyo 2020'이라는 이름으로 성화, 선수 

지급용 메달, 기타 브랜딩 항목과 관련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공식 명칭 변경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source: Moneycontrol New(2021.7.26.)

(https:// www.moneycontrol.com/news/trends/sports-trends/why-is-everyone-calling-2021-olympicstokyo- 
2020-7220771.html)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8월 8일 막을 

내린 제32회 도쿄올림픽은 개최 

전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이슈를 

등장시켰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이슈 중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올림픽 공식 명칭이다.

지금까지 올림픽이 연기된 사례는 

없었기에 사상 초유의 해를 넘기는 

올림픽 연기는 공식 명칭에 포함된 

‘0’을 ‘1’로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 2021년에 개최된 올림픽을 ‘2020 도쿄올림픽’으로 부르는 이유

Source: REUTERS(2021.8.10)

(https:// www.reuters.com/lifestyle/sports/premier-league-introduce-random-covid-19-status-checks-ticketholders- 
2021-08-10/)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몇 주 동안 일부 경기장에서 무작위로 

본인의 코로나19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English Premier 

League)는 성명을 통해 경기장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 전 48시간 이내에 ‘NHS COVID Pass’를 통해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반응검사 음성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혼란과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 구단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열정적인 응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 수준이 높은 서포터들과 관련해, 각 팀의 서포터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르는 관람객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며 경기장 주변의 일방통행 표지판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영국 내에서 각종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안전 조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과는 별도로 언제든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021-22시즌은 8월 14일 아스날(Arsenal)과 이번 시즌부터 새로이 승격된 브렌트포드

(Brentford)와의 경기로 시작되었다. 경기 당일 아스날 공격수 피에르-에메릭 오바메양과 알렉상드르 

라카제트가 결장해 팬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냈으며, 20일 두 선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2. EPL, 관중 대상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통해 위드-코로나 관람 환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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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 2025년까지 스포츠산업 886조원 규모로 성장 목표

중국 국무원(China’s State Council)은 7월 18일 새로운 '전 국민 운동(신체단련) 5개년 계획

(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37.2%

에서 38.5%로 증가시키고, 스포츠산업의 가치를 5조 위안(약 885.8조 원)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높은 수준의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 체육 시설 및 경기장 공급 

확대, 청소년 및 노인과 같은 주요 목표 집단을 위한 스포츠 활동 촉진,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수 년 이내에 2,000개 이상의 스포츠 공원, 공공 피트니스 센터 및 공공 경기장이 설립ㆍ확장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5,000개 이상의 타운십(Township)형 국영 스포츠 경기장과 스포츠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고려하여 다수의 대형 아이스링크가 설치되고, 현재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은 1,000개 이상의 공공 스포츠 경기장이 디지털 스포츠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된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도보 15분 이내 거리에 있는 군, 읍, 행정 촌 단위의 

지역사회에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인구 1,000명당 평균 2.16명의 스포츠 강사를 상주하도록 하는 등 일반 

대중이 보다 편리하고 나은 스포츠 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urce: Pandaily(2021.8.3)

(https:// pandaily.com/chinas-state-council-rolls-out-mass-fitness-program-to-promote-digitaltransformation- 
of-sports-industry/) source: TheStar(2021.8.12.) 

Image source: www.malaysiakini.com　

(https:// 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1/08/12/1000-doses-set-aside-for-those-in-selangorsports-
industry)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슬랑오르

(Selangor)주에서는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슬랑오르주는 스포츠 분야 코로나 대응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포츠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1,00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할당했다. 슬랑오르주 스포츠위원회(Selangor State Sports 

Council)는 위원회 산하 운동선수와 지도자에게 500회분을 투여하고, 슬랑오르주 청소년스포츠부

(Selangor Youth and Sports Department) 산하 스포츠산업 종사자에게 500회분을 투여했다.

말레이시아 국가인적자본 및 스포츠ㆍ청소년개발위원회 의장(Mohd Khairuddin Othman)은 “슬랑오르는 

말레이시아에서 ‘공공 건강ㆍ보건 종합 정보시스템(www.selangkah.my)’을 통해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할당한 최초의 주”라고 밝혔다.

슬랑오르주 정부는,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투여 프로그램은 향후 지역적 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이와 같은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단계적 백신 투여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스포츠산업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4.  말레이시아, 침체에 빠진 스포츠산업 재개를 위해 스포츠산업 종사자에게 
백신 우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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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포커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spobiz.kspo.or.kr/front/www/issue/list.do?topMenuSeq=3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스포츠산업 전반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spobiz.kspo.or.kr/front/www/issue/list.do?topMenuSe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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