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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I포커스 78호는 육상 레저스포츠산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레저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의 합

리적 경영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상 레저스포츠 산업을 시설업, 유통업, 제조업의 
세 가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별로 일반현황, 경영현황, 인력현황 그리고 사업체 경영 과정
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업종별 휴업 여부, 휴업 기간, 매출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육상 레저스포
츠산업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는 육상 레저스포츠산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 파악을 위해 문화체
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작성 중인 「2021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의 육상 레저스포츠산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상 레저스포츠산업 일반현황과 관련해 사업체 수는 총 
2,084개이며, 업종별로는 시설업이 999개, 유통업이 628개, 제조업이 457개로 확인되었다. 
2020년 기준 육상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은 총 3조 9,285억 원이며, 업종별 매출액은 시설업이 
625억 원, 유통업이 1조 4,184억 원, 제조업이 2조 4,47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육상 레
저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12,153명으로 시설업이 2,434명, 유통업이 2,895명, 제조업이 6,824
명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재무실적을 살펴본 결과 업종별 매출액 평균은 시설업이 8,090만 원, 유통업이 17억 
4,380만 원, 제조업이 37억 5,380만 원이며 영업이익 평균은 시설업이 610만 원, 유통업이 4억 
3,000만 원, 제조업이 1억 5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인력현황과 관련해 업종별 평균 종
사자 수는 시설업이 2.3명, 유통업이 3.7명, 제조업이 9.9명이며, 종사자의 근속 년수는 시설업
이 0.4년, 유통업이 0.9년, 제조업이 1.3년으로 나타났다.

셋째,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장애 요인은 시설업(55.9%), 
유통업(44.2%), 제조업(45.9%) 모두 ‘자금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또한 시설업(52.0%)과 유통업(57.7%), 제조업(66.5%) 모두 ‘자금지원 
확대’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업체 휴업 
현황과 매출액 변화는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결론에는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레저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논의가 제시되었다.

 

* ‘2021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1)’의 내용을 발췌·재인용·요약하여 작성되었음(표, 그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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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레저스포츠(leisure sports)는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행위이지만 스
포츠가 가진 ‘승패’나 ‘기록 갱신’과 같은 경쟁적 요소가 아닌 휴식이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레저스포
츠산업 시장 확대는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고, 한국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레저스포츠 시장은 꾸
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 국가의 레저스포츠산업 성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레저선박 등록 현황이다. 한국의 경우 레저선박 등록 건수가 2011년 1,118척에서 2020
년 20,017척으로 1,690.4%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레저선박 조종면허는 13,413건에서 167,676
건으로 1,150.1%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같은 노동정책이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관 형성 역시 레저스포츠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쳐 레저스포츠 시장의 범위
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레저스포츠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는 눈여겨볼 만하며 앞으로 레저스포츠 참여와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캠핑족은 레저스포츠 활동과 연계해 레저-아웃도어 용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레저스포츠 시장의 확대는 기업에게는 기존의 사업 영역 확대나 사업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
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
는 촉매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레저스포츠 관련 기업의 경영의사결정과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레저스포츠산업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료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육상 레저스포츠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업종 및 종목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체의 경영현황과 재무실적, 인력현
황, 정책 수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등을 확인하여 기업과,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한 레
저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작성 중인 「레저스포츠산업 실
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육상 레저스포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도
출되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해양수산부 행정보조자료 ‘레저선박 등록 및 조종면허 취득 증감현황(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2022)’



제2022-10월호

4

Ⅱ. 육상 레저스포츠산업 현황 

1. 시설업

1) 시설업 일반현황

레저스포츠 육상 종목 시설업의 일반현황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업체 수는 999개이
며, 종사자수는 2,434명, 매출액은 625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서바
이벌

번지
점프 카트 하강시설

(짚라인)
4륜

오토바이
스포츠

클라이밍
파크
골프 MTB BMX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합계

사업체수 223 11 65 68 248 324 12 12 5 27 4 999
종사자수 723 60 212 375 740 275 24 3 - 22 - 2,434
매출액 34 16 78 151 93 202 15 5 2 18 11 625

<표 1> 육상 종목 시설업 일반현황
(단위: 개, 명, 억 원, %) 

시설업체의 운영기간은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년 이상~10년 미만’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종목별 전체 운영기간은 평균 8.3년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파크골프
(25.3년)’의 평균 운영기간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 ‘번지점프(15.5년)’, ‘서바이벌(9.7년)’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서바이벌 223 10.1 18.8 31.9 26.1 11.6 1.4 9.7 
번지점프 11 0.0 0.0 25.0 50.0 25.0 0.0 15.5 

카트 65 17.4 13.0 17.4 47.8 4.3 0.0 9.2 
하강시설(짚라인) 68 17.4 34.8 26.1 17.4 4.3 0.0 6.9 

4륜오토바이 248 5.7 22.7 34.1 27.3 9.1 1.1 9.1 
스포츠클라이밍 324 16.8 26.1 40.8 13.6 2.7 0.0 6.2 

파크골프 12 0.0 0.0 33.3 33.3 0.0 33.3 25.3 
MTB 12 0.0 0.0 75.0 25.0 0.0 0.0 6.8 
BMX 5 33.3 33.3 0.0 33.3 0.0 0.0 5.0 

인라인스케이트 27 27.3 9.1 36.4 27.3 0.0 0.0 7.0 
스케이트보드 4 50.0 0.0 50.0 0.0 0.0 0.0 5.0 

전체 999 12.6 21.9 34.5 23.5 6.6 1.0 8.3 

<표 2> 육상 종목 시설업 사업체 운영기간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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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 수는 <그림 1>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1개 종목(60.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개 종목(21.3%)’, ‘3개 종목
(13.6%)’, ‘4개 종목(4.2%)’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운영 종목 수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1개 종
목(50.1%)은 10.8%p, 2개 종목(17.0%)은 4.3%p 
증가한 반면, 3개 종목(26.9%)은 13.3%p, 4개 
종목(4.2%)은 1.2%p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시설업 경영현황

2020년 기준 육상 시설업 전체 매출액 규
모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625억 원
(29.8%)으로 수상 시설업의 1,294억 원
(61.8%) 보다는 작고 항공 시설업의 176억 
원(8.4%) 보다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육상 시설업의 재무실적에 대한 조
사결과,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출액’ 평균은 8,090만 원, ‘영업비용’ 평균은 7,480만 
원, ‘영업이익’ 평균은 61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스케이트보드’의 매출액 평균이 2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강시설’의 매출액이 2억 3,430만 원, ‘번지
점프’의 매출액 평균이 1억 9,75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평균
매출액

영업비용
(①+②)

매출원가
(①)

판매관리비
(②) 영업이익

서바이벌 223 53.7 51.1 15.9 35.2 2.6 
번지점프 11 197.5 155.0 41.5 113.5 42.5 

카트 65 125.6 100.2 27.0 73.2 25.3 
하강시설(짚라인) 68 234.3 277.1 72.3 204.8 -42.7

4륜오토바이 248 71.1 62.5 16.3 46.2 8.6 
스포츠클라이밍 324 62.2 51.4 13.9 37.5 10.8 

파크골프 12 126.0 97.5 29.5 68.0 28.5 
MTB 12 31.8 21.0 7.5 13.5 10.8 
BMX 5 37.3 49.0 9.0 40.0 -11.7

인라인스케이트 27 66.9 61.5 17.2 44.3 5.5 
스케이트보드 4 268.0 209.0 58.0 151.0 59.0 

전체 999 80.9 74.8 20.4 54.4 6.1 

<표 4> 육상 종목 시설업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육상 916 38.7 923 34.5 625 29.8
수상 1,306 55.1 1,511 56.5 1,294 61.8
항공 147 6.2 242 9.1 176 8.4
합계 2,370 100.0 2,676 100.0 2,095 100.0

<표 3> 시설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 

<그림 1> 시설업 복수업종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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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시설업의 연간 영업개월 수는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평균 9.4개월이며, 전년도
(9.3개월)와 비교해 0.1개월 증가하였다. 그리고 시설업 연 평균 이용자 수는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3,181명으로 전년도(4,640명)와 비교해 31.4%(1,459명) 감소하였다.

3) 시설업 인력현황

시설업 종사자 수는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2.3명으로 확인되었고,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0.7명, ‘비정규직’ 1.6명으로 나타났다. 육상 종목의 유형별로는 ‘하강시설’
의 종사자 수가 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번지점프(4.5명)’, ‘카트(3.3
명)’, ‘4륜 오토바이(2.7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전체 평균’ 0.4년으로 확인되었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이 0.5년, ‘비정규직’이 0.3년으로 나타났으며, 육상 종목의 유형별로는 ‘하강시설’의 근속년수가 
1.0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번지점프(0.9년)’, ‘파크골프(0.7년)’의 순으로 확
인되었다.

구분
종사자 수 근속년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서바이벌 0.2 2.7 3.0 0.3 0.4 0.3 
번지점프 2.0 2.5 4.5 1.2 0.6 0.9 

카트 2.0 1.3 3.3 0.7 0.3 0.5 
하강시설(짚라인) 3.8 1.7 5.5 1.7 0.4 1.0 

4륜오토바이 0.4 2.4 2.7 0.3 0.4 0.3 
스포츠클라이밍 0.4 0.5 0.8 0.4 0.2 0.3 

파크골프 1.0 1.0 2.0 1.0 0.3 0.7 
MTB 0.0 0.3 0.3 0.0 0.3 0.1 
BMX 0.0 0.0 0.0 0.0 0.0 0.0 

인라인스케이트 0.6 0.2 0.8 0.5 0.2 0.4 
스케이트보드 0.0 0.0 0.0 0.0 0.0 0.0 

전체 0.7 1.6 2.3 0.5 0.3 0.4

<표 5> 육상 시설업 인력 현황 
(단위: 명, 년)

<그림 2> 시설업 연간 영업개월 수 <그림 3> 시설업 연평균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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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업 경영 장애 요인 및 지원 수요

시설업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금 부족’이 5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도 및 규제 과다(50.9%)’, ‘전문인력 부족
(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제도 및 규제과다’는 13.0%p, ‘경영노하우 부족’
은 7.6%p, ‘자금 부족’은 4.8%p 증가하였고, ‘전문인력 부족’은 6.2%p 감소하였으며, ‘레저스포
츠 시장정보 부족’은 13.1%로 전년도의 31.6%와 비교해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그림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금 지
원 확대’가 5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홍보 강화(36.4%)’, ‘전문인력 
양성지원(2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13.5%p 증가하였
고, ‘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홍보 강화’는 12.5%p, ‘자금지원 확대’는 9.7%p 감소하였다. 

2. 유통업

1) 유통업 일반현황

레저스포츠 육상 종목 유통업의 일반현황은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업체 수는 628개이
며, 종사자수는 2,895명, 매출액은 1조 4,184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기타,없음 제외
*기타,없음 제외
*2019년 ‘홍보강화’항목은 2020년 ‘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홍보강화’로 변경됨

<그림 4> 운영 장애 요인(1,2 순위) <그림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필요지원 부문(1,2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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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바
이벌 카트 하강시설

(짚라인)
4륜

오토바이
스포츠

클라이밍
파크
골프 MTB BMX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합계

사업체수 48 9 11 33 50 258 121 24 38 36 628
종사자수 59 - 111 18 309 1,898 258 48 130 64 2,895
매출액 166 14 59 788 2137 9,081 1296 113 419 111 14,184

<표 6> 육상 종목 유통업 일반현황
(단위: 개, 명, 억 원, %) 

유통업체의 운영기간은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종목별 전체 운영기간은 평균 14.0년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파크골
프(17.2년)’의 평균 운영기간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 ‘BMX(14.3년)’, ‘스포츠클라이밍(14.2년)’ 순
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서바이벌 48 7.7 38.5 23.1 30.8 0.0 0.0 7.5 
카트 9 0.0 0.0 100.0 0.0 0.0 0.0 7.0 

하강시설(짚라인) 11 0.0 0.0 0.0 100.0 0.0 0.0 10.0 
4륜오토바이 33 11.1 22.2 0.0 44.4 11.1 11.1 13.9 

스포츠클라이밍 50 0.0 9.1 54.5 9.1 18.2 9.1 14.2 
파크골프 258 4.8 8.1 9.7 41.9 27.4 8.1 17.2 

MTB 121 0.0 11.9 31.3 34.3 13.4 9.0 13.9 
BMX 24 0.0 0.0 30.0 30.0 40.0 0.0 14.3 

인라인스케이트 38 7.1 14.3 21.4 50.0 7.1 0.0 10.6 
스케이트보드 36 5.6 22.2 55.6 11.1 5.6 0.0 7.2 

전체 628 3.9 12.6 23.2 35.8 18.2 6.3 14.0

<표 7> 육상 종목 유통업 사업체 운영기간
(단위: %, 년)

유통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 수는 <그림 6>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개 종목(86.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개 종목(13.2%)’, ‘3개 종목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 종목 수를 전년
도와 비교해보면 1개 종목(83.9%)은 2.3%p 증가
한 반면, 2개 종목(14.1%)은 0.9%p, 3개 종목
(2.0%)은 0.6%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유통업 복수업종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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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통업 경영현황

2020년 기준 육상 유통업 매출액 규모는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이 1조 4,184억 
원(88.8%)으로 수상 유통업의 1,725억 원
(10.8%)과 항공 유통업의 72억 원(0.5%)과 
비교해 유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육상 유통업의 재무실적에 대한 조사결과,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출액’ 평균은 
17억 4,380만 원, ‘영업비용’ 평균은 11억 7,380만 원, ‘영업이익’ 평균은 4억 3,03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스포츠클라이밍’의 매출액 평균이 30억 9,46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4륜오토바이’의 매출액이 20억 1,330만 원, ‘BMX’의 매출액 평균이 10억 
6,12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평균
매출액

영업비용
(①+②)

매출원가
(①)

판매관리비
(②) 영업이익

서바이벌 48 345.2 265.8 212.1 118.3 93.8 
카트 11 30.0 30.0 30.0 25.0 5.0 

하강시설(짚라인) 33 268.8 233.8 196.2 129.5 66.7 
4륜오토바이 50 2,013.3 1,178.6 1,117.4 787.0 330.4 

스포츠클라이밍 258 3,094.6 2,011.2 1,931.2 1,124.7 806.5 
파크골프 121 841.3 771.2 697.4 507.4 190.0 

MTB 24 601.8 300.6 244.3 157.2 87.2 
BMX 38 1,061.2 607.2 533.7 360.5 173.1 

인라인스케이트 36 470.9 452.9 377.8 253.9 124.0 
스케이트보드 4 268.0 209.0 58.0 151.0 59.0 

전체 628 1,743.8 1,173.8 1,107.5 677.2 430.3 

<표 9> 육상 종목 유통업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육상 유통업의 판매처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내’ 비중이 
9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 비중이 7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통채널별 판매 비중은 ‘오프라인’이 67.5%, ‘온라인’이 32.5%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 ‘본점’에서의 판매 비중이 56.4%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쇼핑몰’의 비중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육상 14,956 91.2 14,088 84.2 14,184 88.8
수상 1,427 8.7 2,612 15.6 1,725 10.8
항공 24 0.1 22 0.1 72 0.5
합계 16,406 100.0 16,723 100.0 15,981 100.0

<표 8> 유통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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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업 인력현황  

유통업 종사자 수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3.7명으로 확인되었고, 고용형
태별로는 ‘정규직’ 3.5명, ‘비정규직’ 0.2명으로 나타났다. 육상 종목의 유형별로는 ‘파크골프’의 
종사자 수가 6.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포츠클라이밍(3.6명)’, ‘인라인
스케이트(3.0명)’, ‘BMX(2.0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종사자 수 근속년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서바이벌 0.9 0.3 1.2 1.4 0.4 0.9
번지점프 0.0 0.0 0.0 0.0 0.0 0.0

하강시설(짚라인) 1.0 0.0 1.0 1.0 0.0 0.5
4륜오토바이 0.2 0.3 0.6 0.3 0.2 0.3

스포츠클라이밍 3.6 0.0 3.6 2.1 0.0 1.1
파크골프 6.1 0.2 6.4 2.4 0.1 1.3

MTB 1.5 0.2 1.7 0.9 0.1 0.5
BMX 1.9 0.1 2.0 1.1 0.2 0.7

인라인스케이트 2.5 0.5 3.0 2.0 0.2 1.1
스케이트보드 1.4 0.4 1.8 0.8 0.3 0.6

전체 3.5 0.2 3.7 1.7 0.2 0.9

<표 10> 육상 유통업 인력 현황
(단위: 명, 년)

유통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전체 평균’ 0.9년으로 확인되었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이 1.7년, ‘비정규직’이 0.2년으로 나타났으며, 육상 종목의 유형별로는 ‘파크골프’의 근속년수가 
1.3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포츠클라이밍(1.1년)’, ‘인라인스케이트(1.1년)’ 
그리고 ‘서바이벌(0.9년)’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 판매처별 매출 비중 <그림 8> 유통채널별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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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업 경영 장애 요인 및 지원 수요

유통업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그림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금 부족’이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36.0%)’,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
(29.0%)’, ‘제도 및 규제 과다(26.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자금 부족’은 8.1%p, 
‘제도 및 규제 과다’는 14.0%p 감소하였고, ‘인건비 상승’은 12.0%p,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은 
15.0%p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그림 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금 지
원 확대’가 5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홍보 강화(39.8%)’,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22.1%)’, ‘홍보 및 마케팅 지원(21.8%)’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자금지
원 확대’는 4.1%p 증가하였고 ‘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홍보 강화’는 19.4%p, ‘레저스포츠 박람회 
개최’는 10.6%p,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유치’는 8.9%p 감소하였다. 

3. 제조업 

1) 제조업 일반현황 
   

레저스포츠 육상 종목 제조업의 일반현황은 <표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업체 수는 457개
이며, 종사자수는 6,824명, 매출액은 2조 4,47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제외
*2019년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항목은 2020년 ‘레저스포츠 시장정보 부족’으로 변경됨

*기타,없음 제외
*2019년 ‘홍보강화’항목은 2020년 ‘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홍보강화’로 변경됨

<그림 9> 운영 장애 요인(1,2 순위) <그림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필요지원 부문(1,2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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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바
이벌

번지
점프

4륜
오토바이

스포츠
클라이밍

파크
골프 MTB BMX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합계

사업체수 15 5 20 24 224 97 44 13 15 457
종사자수 73 25 335 325 4,294 955 633 154 30 6,824
매출액 165 64 702 2,213 16,461 2,520 2,070 207 74 24,476

<표 11> 육상 종목 제조업 일반현황
(단위: 개, 명, 억 원, %) 

제조업체의 운영기간은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10년 이상~20년 미만’이 42.6%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며, 종목별 전체 운영기간은 평균 15.7년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파크골프
(18.4년)’의 평균 운영기간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 ‘MTB(16.4년)’와 ‘인라인 스케이트(14.8년)’ 순
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서바이벌 15 0.0 0.0 75.0 25.0 0.0 0.0 9.3 
번지점프 5 0.0 100.0 0.0 0.0 0.0 0.0 3.0 

4륜오토바이(ATV) 20 0.0 0.0 33.3 66.7 0.0 0.0 10.0 
스포츠클라이밍 24 0.0 18.2 45.5 27.3 0.0 9.1 11.3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포함) 224 1.5 7.7 16.9 27.7 33.8 12.3 18.4 

MTB 97 0.0 7.1 14.3 57.1 14.3 7.1 16.4 
BMX 44 0.0 0.0 0.0 100.0 0.0 0.0 10.0 

인라인스케이트 13 0.0 0.0 0.0 75.0 25.0 0.0 14.8 
스케이트보드 15 0.0 0.0 60.0 0.0 40.0 0.0 13.0 

전체 457 0.8 7.3 19.6 42.6 21.6 8.0 15.7 

<표 12> 육상 종목 제조업체 운영기간
(단위: 개, %, 년)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 수는 <그림 11>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개 종목(83.4%)’이 가
장 높고, 다음으로 ‘2개 종목(16.6%)’, ‘3개 종
목(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 종목 수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1개 종목(80.6%)은 2.8%p 
증가한 반면, 2개 종목(19.4%)은 2.8%p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11> 제조업 복수업종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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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경영현황

2020년 기준 육상 제조업 전체 매출액 
규모는 <표 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2조  
4,476억 원(92.6%)으로 수상 제조업의 
1,806억 원(6.8%)이나 항공 제조업의 115
억 원(0.6%)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육상 제조업의 재무실적에 대한 조
사결과, <표 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출액’ 평균은 37억 5,380만 원, ‘영업비용’ 평균은 15억 
7,120만 원, ‘영업이익’ 평균은 1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매출액 평균은 ‘파크골프’가 
58억 8,97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이 30억 2,190만 원, 
‘MTB’가 26억 5,87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평균
매출액

레저 스포츠 
매출액

영업비용
(①+②)

매출원가
(①)

판매관리비
(②) 영업이익

서바이벌 15 1,096.8 569.8 508.8 355.3 153.5 59.6 
번지점프 5 1,500.0 650.0 520.0 416.0 104.0 130.0 

4륜오토바이 20 591.3 591.3 512.7 333.0 179.7 78.7 
스포츠클라이밍 24 3,021.9 1,533.9 1,252.2 924.7 327.5 88.7 

파크골프 224 5,889.7 2,981.0 2,205.3 1,489.4 717.3 146.2 
MTB 97 2,658.7 1,798.1 1,685.9 1,151.4 534.5 80.6 
BMX 44 300.0 300.0 250.0 100.0 150.0 50.0 

인라인스케이트 13 1,701.7 410.7 383.9 270.1 113.7 26.8 
스케이트보드 15 673.4 289.4 249.4 168.2 81.2 34.8 

전체 457 3,753.8 2,014.7 1,571.2 1,065.8 506.2 105.0 

<표 14> 육상 종목 제조업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3) 제조업 인력현황

제조업 종사자 수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9.9명으로 확인되었고,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9.5명, ‘비정규직’ 0.4명으로 나타났다. 육상 종목의 유형별로는 ‘파크골프’
의 종사자 수가 14.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라인스케이트(11.0명)’, 
‘스포츠클라이밍(9.4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전체 평균’ 1.3년으로 확인되었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이 2.6년, ‘비정규직’이 0.2년으로 나타났으며, 육상 종목의 유형별로는 ‘인라인스케이트’와 ‘스케
이트보드’의 근속년수가 모두 1.8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파크골프(1.6년)’, 
‘번지점프(1.5년)’, ‘스포츠클라이밍(1.5년)’, ‘BMX(1.5년)’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육상 21,261 94.1 23,115 92.8 24,476 92.6
수상 1,279 5.7 1,636 6.6 1,806 6.8
항공 52 0.2 144 0.6 155 0.6
합계 22,591 100.0 24,896 100.0 26,437 100.0

<표 13> 제조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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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사자 수 근속년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서바이벌 3.5 0.3 3.8 2.8 0.2 1.4 
번지점프 5.0 0.0 5.0 2.0 0.0 1.5 

4륜오토바이(ATV) 6.0 0.0 6.0 3.0 0.0 1.0 
스포츠클라이밍 9.3 0.1 9.4 3.1 0.1 1.5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포함) 13.9 0.5 14.4 2.5 0.2 1.6 

MTB 6.7 0.2 6.9 2.8 0.1 1.3 
BMX 1.0 1.0 2.0 2.5 1.0 1.5 

인라인스케이트 10.3 0.7 11.0 3.3 0.3 1.8 
스케이트보드 1.8 0.2 2.0 2.2 0.4 1.8 

전체 9.5 0.4 9.9 2.6 0.2 1.3 

<표 15> 육상 제조업 인력 현황
(단위: 명, 년)

4) 제조업 경영 장애 요인 및 지원 수요

제조업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그림 12>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자금 부족’이 4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43.4%)’, ‘인건비 상승
(36.7%)’, ‘제도 및 규제 과다(20.2%)’, ‘전문 인력 부족(14.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
교해 ‘자금 부족’은 10.2%p, ‘제도 및 규제 과다’는 5.3%p 감소하였고,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
은 12.8%p, ‘인건비 상승’은 1.6%p 증가하였다.

*기타 제외
*2019년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항목은 2020년 ‘레저스포츠 시장정보 부족’으로 
변경됨

*기타,없음 제외
*2019년 ‘홍보강화’항목은 2020년 ‘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홍보강화’로 변경됨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활성화 및 국제인증 획득 지원

<그림 12> 운영 장애 요인(1,2 순위) <그림 1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필요지원 부문(1,2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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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그림 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금 지
원 확대’가 6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홍보 강화(27.1%)’,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26.8%)’, ‘시설 개보수지원(14.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자금지원 확
대’는 1.5%p,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유치’는 9.0%,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9.4%p 
감소하였고, ‘시설 개보수 지원’은 12.8%p 증가하였다. 

Ⅲ. 코로나19 관련 경영 실태*

1. 시설업 경영 현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레저스포츠 육상 시설업 사업체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림 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가 94.6%, ‘휴업 중’인 사업체는 5.4%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레저스포츠 육상 시설업 사업체 휴업 여부 및 기간을 조사한 결과 
<그림 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휴업을 한 적 있음’에 응답한 사업체는 55.1%, ‘휴업한 적 없
음’ 응답한 사업체는 44.9%로 확인되었다. 휴업한 적 있는 업체 중에서는 ‘6개월 이상’ 휴업했
다고 응답한 비율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레저스포츠 육상 
시설업 월평균 매출액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림 1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감소’한 사업체
는 87.1%, ‘변화 없음’인 사업체는 10.8%, ‘증가’한 사업체는 2.1%로 확인되었다. 또한 레저스
포츠 시설업 사업체 중에서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사업체의 ‘증가 수준’은 22.0%, 감소한 사
업체의 ‘감소 수준’은 46.3%로 나타났다.

*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2021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관련 경영 
실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실시되었음.

<그림 14> 휴업 현황 <그림 15> 휴업 기간 <그림 16> 매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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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업 경영 현황

유통업 사업체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7>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가 99.0%, ‘휴업 중’인 사업체는 1.0%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레저스포츠 유통
업 사업체 휴업 여부 및 기간은 <그림 18>과 같이 ‘휴업을 한 적 있음’에 응답한 사업체는 
9.1%, ‘휴업한 적 없음’ 응답한 사업체는 90.9%로 확인되었다. 휴업한 적 있는 업체 중에서는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레저스포츠 유통업 월평균 매출액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
림 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감소’한 사업체는 69.0%, ‘변화 없음’인 사업체는 26.1%, ‘증가’한 
사업체는 4.9%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통업 사업체 중에서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사업체의 
‘증가 수준’은 21.3%, 감소한 사업체의 ‘감소 수준’은 26.8%로 나타났다.

3. 제조업 경영 현황

제조업 사업체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0>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가 100.0%, ‘휴업 중’인 사업체는 0.0%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레저스포츠 사
업체 휴업 여부 및 기간은 <그림 21>과 같이 ‘휴업을 한 적 있음’에 응답한 사업체는 8.1%, ‘휴
업한 적 없음’ 응답한 사업체는 91.9%로 확인되었다. 휴업한 적 있는 업체 중에서는 ‘1개월 이
상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레저스포츠 제조업 월평균 매출액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림 2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감소’한 사업체는 64.1%, ‘변화 없음’인 사업체는 32.7%, ‘증가’한 사업체는 
3.2%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사업체의 ‘증가 수준’
은 5.7%, 감소한 사업체의 ‘감소 수준’은 22.7%로 나타났다.

<그림 17> 휴업 현황 <그림 18> 휴업 기간 <그림 19> 매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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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육상 레저스포츠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로 일반현황과 재무실적, 인력현황, 정책 수
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시사점과 논의 사
항들은 향후 기업이나 정부 등 레저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보고서를 통해 논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체의 수는 총 2,084개로 확인되었는데 업종별로는 시설업이 999개
로 47.9%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업은 628개로 30.1%, 제조업은 457개로 21.9%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리고 종사자의 수는 총 12,153명인데 시설업이 2,434명으로 20.0%, 유통업이 
2,895명으로 23.8%, 제조업이 6,824명으로 56.2%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출액의 규모는 
3조 9,285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시설업이 625억 원으로 1.6%, 유통업이 1조 4,184억 원으로 
36.1%, 제조업이 2조 4,476억 원으로 62.3%의 비중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구조적
인 측면에서 레저스포츠산업은 현 시점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육상 레저스포츠산업의 업종별 인력현황 역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확인할 수 있
는 지표를 제공해주고 있다. 업종별 평균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9.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통업이 3.7명, 시설업이 2.3명이며, 직원의 근속년수 역시 제조업이 1.3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유통업이 0.9년, 시설업이 0.4년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업체 비중은 레저스포
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업이 47.9%로 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설업의 
매출액 규모가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으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업의 성장 가능성
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스포츠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군이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로 인
해 매출감소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육상 레저스포츠산업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2020년 기준 육상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조 9,285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그림 20> 휴업 현황 <그림 21> 휴업 기간 <그림 22> 매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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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 2019년의 3조 8,126억 원과 비교해 매출 규모가 3.0%(1,159억 원) 증가하였다. 이 같은 
레저스포츠 소비 수요 증가와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레저스포츠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와 시설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략과 목표가 마련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세 가지 업종 모두 ‘자금 부
족’ 문제는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장애요인 중 ‘자금 부족’이 차
지하는 비중은 시설업이 55.9%, 유통업이 44.2%, 제조업이 45.9%로 약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
는 모든 업종에서 사업체 경영에 투입하고자 하는 재무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결과 역시 ‘자금지원 확대’가 모든 업종에서 1순
위(시설업: 52.0%, 유통업: 57.7%, 제조업: 66.5%)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레저스포
츠산업 사업체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재무자원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사업체 휴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휴업 현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업 여부는 시설업이 55.1%로 가장 높았고 유통업(9.1%)과 제조업
(8.1%)은 휴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레저스포츠 시설 운영 제한 등과 같은 정책적 방침으로 인한 피해가 업종별로 
다르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에 해당된다. 또한, 레저스포츠는 유형의 제
품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설이용이 제한될 경우 제품은 재고의 형태로 생산과 유
통이 가능하지만, 시설기반 서비스는 비분리성(inseparability)이나 소멸성(perishability)과 같은 
서비스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매출감소와 같은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노출된다. 향후 코로나19
의 재확산이나 유사한 형태의 감염병 발발로 인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를 대비해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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