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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스포츠 건설ㆍ시설업 현황

가. 일본 스포츠 건설업 현황

1) 건설업 시장 규모

○   2021년 일본의 건설 투자는 61조 6,600억 엔(6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61조 9,800억 엔(646조 원)으로 예측되어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의 건설 투자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1)

○  일본의 건설 투자는 크게 건축과 토목으로 분류되며, 건축은 주택, 비 주택, 개보수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본 스포츠 건설업이 포함되는 비 주택 건설 투자 규모는 2021년 14조 8,300억 엔(155조 원)을 

기록하였음2)

 -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2022년에는 15조 3,800억 엔(160조 원)으로 전망되어 2021년 

대비 3.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1> 일본 건설 투자 시장 규모(2015-2022)

출처: 일본건설경제연구소(2022). 건설경제 모델에 의한 건설투자 전망.

1)  일본건설경제연구소(2022). 건설경제 모델에 의한 건설투자 전망(p.3).

2)  일본건설경제연구소(2022). 건설경제 모델에 의한 건설투자 전망(p.15).

Ⅰ
글로벌 스포츠산업 현황
- 일본 스포츠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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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시설 신규 건설 계획

○   일본의 스포츠산업에서 시설 관련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추산됨3)

 -  일본 정부는 경기장 건설과 재건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총 2조 엔(21조 원) 이상의 시장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경기장 건설과 재건축 부문에 예상되는 시장 수익은 구체적으로 아레나·체육관이 1조 3,189억 엔

(13.8조 원/건설 1.2조 원, 재건축 12.6조 원), 스타디움·실외 체육 필드, 트랙이 5,582억 엔(5.8조 원/

건설 1.6조 원, 재건축 4.2조 원), 야구, 소프트볼 구장이 2,581억 엔(2.7조 원/전액 재건축)으로 예측됨

<그림 2> 일본 경기장 종류별 건설과 재건축 시장 수익 전망

출처: Japan Sports Week(2022). Future Growth of Sports Business in Japan.

○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일본 전국에 총 6개의 신축 경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도쿄 

광역권에 2개, 도호쿠 지방에 3개, 오키나와 지방에 1개를 건설할 예정임

<그림 3> 일본 지역별 스포츠 시설 건설 계획

출처: Japan Sports Week(2022). Future Growth of Sports Business in Japan.

3) Japan Sports Week(2022). Future Growth of Sports Busines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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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 일대에 대규모 쇼핑몰, 식당,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미국식 ‘구장 계획’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이를 통해 야구장과 축구장을 구단 수익성 제고와 더불어 팀 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 지역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프로야구 구단인 홋카이도 니혼햄 파이터스(Nippom-ham Fighters) 경기장 

일대 개발, 프로축구 구단인 브이 바렌 나가사키(V-Varen Nagasaki)의 경기장 일대 공원과 관광시설 

개발(호텔, 콘도 설치) 등이 있음

○  일본은 2019년 럭비 월드컵,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2021년 개최), 2021년 간사이 월드 

마스터스 게임 등 세계적 수준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일본의 스포츠 건설과 시설업 

비즈니스 시장 성장에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4> 일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 현황(2016-2022)

출처: Japan Sports Week(2022). Future Growth of Sports Business in Japan.

나. 일본 스포츠 시설 현황

1) 스포츠 시설 수

○   2018년 기준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스포츠 시설 수는 총 18만 7,184개인 것으로 조사됨4)

 -  이 중 초·중·고 스포츠 시설이 113,054개(60.4%)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공공 스포츠 시설이 

51,611개(27.6%), 민간 스포츠 시설이 16,397개(8.8%), 대학·고등전문학교 체육 시설이 6,122

개(3.3%)로 나타남

<그림 5> 일본 스포츠 시설 수 현황 (2018)

출처: 일본 스포츠청(2021). 스포츠 관계 데이터집(スポーツ関係データ集)

4) 일본 스포츠청(2021). 스포츠 관계 데이터집(スポーツ関係データ集)(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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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스포츠 시설 수

○   일본의 스포츠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고 스포츠 시설은 1969년 101,672개로 

10만 개를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156,548개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꾸준

히 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일본 초·중·고 스포츠 시설 수 추이(1969-2018)

출처: 일본 스포츠청(2021). 스포츠 관계 데이터집(スポーツ関係データ集)

○  2018년 기준 일본의 공공 스포츠 시설 수는 51,611개, 민간 스포츠 시설 수는 총 16,397개인 것으로 

조사됨5)

 -  일본의 공공 스포츠 시설 수는 지난 1996년 65,530개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민간 스포츠 

시설 수 또한 1996년 18,146개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음

<그림 7> 일본 공공·민간 스포츠 시설 수(1996-2018)

출처: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5)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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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스포츠 시설 수

○  2018년 기준 일본의 스포츠 시설 유형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육관으로 총 41,682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6)

 -  뒤이어 다목적 운동장이 38,173개, 야외 수영장이 25,708개, 야외 테니스 시설이 14,773개, 야구, 

소프트볼 시설이 8,806개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8> 일본 유형별 스포츠 시설 수 (3,000개 이상)(2018)

출처: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4) 유형별 공공 스포츠 시설 수

○   2018년 기준 일본의 공공 스포츠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이터로, 총 7,553개

가 설치되어 있었음7)

 -  뒤이어 체육관이 7,102개, 야구장이 6,124개, 야외 테니스 코트가 4,675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됨

<그림 9> 일본 유형별 공공 스포츠 시설 수 (3,000개 이상)(2018)

출처: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6)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19).

7)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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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스포츠산업 소비 현황

가. 스포츠 참여 행태

○   2021년 일본의 주 1회 이상 스포츠 참여율은 56.4%, 주 3회 이상 스포츠 참여율은 30.4%로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8)

<그림 10> 일본 스포츠 참여율 추이(2016-2021)

출처: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   2021년 일본의 연간 1회 이상 스포츠 참여율은 66.5%로, 지난 1996년(76.0%)보다 10.5%p 감소한 

수치이며, 5년 전인 2016년(68.8%)보다는 2.3%p 하락한 수치임9)

<그림 11> 일본 연간 1회 이상 스포츠 참여율 추이(1996-2021)

출처: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8)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26).

9)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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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일본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은 스포츠 종목으로는 ‘걷기(64.1%)’가 꼽혔으며, ‘체조’가 15.2%, 

‘피트니스’가 14.4%, ‘계단 오르기’가 13.7%, ‘조깅, 마라톤’이 12.8%, ‘자전거, 사이클링’이 11.8%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음10)

<그림 12> 일본 스포츠 종목별 참여율(2021)

출처: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나. 스포츠 관람 행태

○   2021년 일본에서 TV나 인터넷으로 관람하는 주요 스포츠 종목은 남성과 여성 모두 프로야구가 가장 많았음11)

<그림 13> 일본 성별 TV, 인터넷 스포츠 관람 종목(2021)

출처 :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10)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25).

11)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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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들이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종목으로는 프로야구가 6.8%로 가장 많았고, 프로축구 2.8%, 

고교야구 2.6%,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1.3%, 기타 야구, 소프트볼 1.2% 등의 순으로 나타남12)

<그림 14> 일본 경기장 직접 관람 종목(2021)

출처 :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   일본의 프로야구 관중 수는 2020년 기준 2,462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3,685만 명에 비해 

1,223만 명 감소,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연평균 4.4% 감소 추세를 나타냄13)

<그림 15> 일본 프로야구 관중 수(2011-2020)

출처 : Statista(2021). Sports in Japan.

12)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32).

13) Statista(2021). Sports in Japan(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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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프로축구 관중 수는 2020년 기준 1,098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1,416만 명에 비해 318만 

명 감소,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연평균 2.8% 감소를 기록함14)

<그림 16> 일본 프로축구 관중 수(2011-2020)

출처 : Statista(2021). Sports in Japan.

다. 스포츠 종목 선호도

○   2021년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으로는 야구가 1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축구가 

9.8%,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이 4.6%, 배구가 3.6% 순으로 나타남15)

 -  2020년 선호 스포츠 종목과 비교하면, 야구는 2020년 16.0%보다 1.6%p 증가하였으며, 축구는 

2020년 10.8%보다 1.0%p 하락하였음

<그림 17> 일본 선호 스포츠 종목 (2020-2021)

출처 : Statista(2021,2022). Sports in Japan.

14) Statista(2021). Sports in Japan(p.13).

15)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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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포츠 선수 선호도

○   2021년 기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는 야구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로 28.1%를 차지하였음16)

 -  뒤이어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하뉴 유즈루가 15.3%, 탁구 선수인 이시카와 가스미가 13.1%, 수영 

선수인 이케에 리카코가 12.3%, 축구 선수인 미우라 가즈요시가 2.6%의 선호를 보임

<그림 18> 일본 스포츠 선수 선호도(2020-2021)

출처 : Statista(2021,2022). Sports in Japan.

마. 스포츠 브랜드 선호도

○   2021년 기준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브랜드는 나이키로 38.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42.2%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임17)

 -  2번째 선호 브랜드는 아디다스로, 2021년 브랜드 선호도는 37.8%로 조사되어 2020년 41.8%에 

비해 소폭 감소함

<그림 19> 일본 스포츠 브랜드 선호도(2020-2021)

출처 : Statista(2021,2022). Sports in Japan. 

16) Statista(2021). Sports in Japan(p.28),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39)

17) Statista(2021). Sports in Japan(p.29),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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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쿄올림픽에 대한 일본 여론

가.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   도쿄올림픽 개최 직후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대해 38.9%가 ‘바람직했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8.8%, ‘대회를 개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응답이 22.3%로 나타남18)

<그림 20>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2021)

출처 :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나. 대회 개최에 대한 의견
○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 일본 국민의 35.0%는 ‘스포츠의 위대함’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도전정신’(28.7%), 

‘노력의 중요성’(27.8%), ‘국민 역량 확인’(21.9%), ‘사회적 단합의 역할’(20.4%),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부

심’(15.4%) 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됨19)

<그림 21> 대회 개최에 대한 의견(2021) (중복 응답)

출처 : Statista(2022). Sports in Japan.

18)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42).

19) Statista(2022). Sports in Japan(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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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스포츠청 예산

가. 스포츠청 예산

○   일본의 2021년 스포츠청 예산은 353억 8,400만 엔(3,690억 원)으로, 2020년 350억 8,400만 엔

(3,659억 원)의 예산 규모보다 3억 엔 증가한 수치임20)

 -  일본의 스포츠청 예산은 2012년 235억 4,300만 엔(2,455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23억 6,000만 엔(3,375억 원)의 예산을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300억 엔을 

초과하였음

<그림 22> 일본 스포츠청 예산 추이(2010-2021)

출처: 일본 스포츠청(2021). 스포츠 관계 데이터집(スポーツ関係データ集).

* 2015년 이전은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소년국

나. 스포츠산업 예산
○   2021년 일본 스포츠청의 예산 중 스포츠산업 육성에 직접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29억 4천만 원으로 전체 

3,690억 원의 0.8%를 차지함21)

<그림 23> 일본 스포츠청 예산(2021)

출처 : Statista(2021). Sports in Japan.

20) 일본 스포츠청(2021). 스포츠 관계 데이터집(スポーツ関係データ集)(p.2).

21) Statista(2021). Sports in Japan(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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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스포츠기본법과 기본계획

가. 스포츠기본법 개요 

○  일본은 「스포츠진흥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1년 8월 24일 「스포츠기본법」을 시행하였으며, 

스포츠 관련 과제 검토, 스포츠에 관한 기본 이념 정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 단체 등의 

역할, 스포츠 정책의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였음

○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조항은 「제3장 제1절 제18조 스포츠산업 사업자와의 

연계」 등에 관한 내용임 

○  2012년 제1기 스포츠 기본계획, 2017년 제2기 스포츠 기본계획에 이어 2022년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

나.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추진 배경

○  제2기 스포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과제 추진 중 변화한 스포츠 환경과 사회 동향을 근거로 2022

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을 수립함

<그림 24>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추진 배경

출처: 문부과학성(2022).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Ⅱ
국가별 스포츠산업 정책
- 일본 스포츠산업 정책

(스포츠산업 사업자와의 연계 등)

제18조    국가는 스포츠의 보급 또는 경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스포츠산업의 사업자가 미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스포츠 단체와 스포츠산업의 사업자간 연계와 협력 촉진,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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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기본 방향 

○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의 방향은 제2기 스포츠 기본계획의 4가지 중기 기본 방침을 유지한 채 환경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3가지 관점을 추가함

<그림 25>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기본 방향

출처: 문부과학성(2022).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의 새로운 3가지 관점으로는 「스포츠 혁신」, 「스포츠로 연결된 사회」, 「스포츠 

참여·접근권의 보장」이 제시됨

<그림 26>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의 새로운 3가지 관점

출처: 문부과학성(2022).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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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2022년)

○  일본의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12가지 과제로 정리됨

<그림 27>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

출처: 문부과학성(2022).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가. 주요 추진 과제

1) 다양한 방면에서 스포츠 참여 기회 창출

○  지역이나 학교에서의 어린이·청년층의 스포츠 기회 확충과 체력 향상, 체육 수업의 내실화, 운동부 활동

의 개혁 추진, 여성·장애인·직장인·육아세대의 스포츠 참여율 향상, 대학 스포츠 진흥 등

 -  성인 주 1회 이상 스포츠 참여율 70%(장애인 참여율 40%), 성인 연 1회 이상 스포츠 참여율 100%(장애인 

참여율 70%), 1회 30분 이상의 운동 주 2회 이상 실시, 1년 이상 지속 참여 비율 증대

2) 스포츠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   스포츠 참여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장소나 시간,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 지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관련 인재 육성

3) 국제경기력 향상

○   중장기 강화 전략에 기초한 경기력 향상 지원 시스템의 확립, 지역의 경기력 향상 지원 체계구축, 정부

와 JSPO(일본스포츠협회), 지방자치단체가 일체가 된 국민체육대회 개최 등

 -  선수 육성 경로 구축, 스포츠 의·과학, 정보 등을 통한 다면·고도 지원으로 선수 발굴, 경기력 향상 환경 정비

4) 스포츠 국제 교류·협력

○   국제스포츠 의사결정 참여, 국제스포츠계 임원 수 유지·확대, 스포츠산업 세계 진출 촉진 플랫폼의 검토 등

○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협력 추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올림픽·패럴림픽의 레거시를 활용하여 스포츠

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 활동 추진

5)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스포츠 관련 연구 수행, 연구 성과의 이용 촉진·보급·활용  

○   의료·돌봄과의 연계, 기업·민간 사업자와의 제휴 강화 등 사람들을 의료·돌봄의 장으로부터 스포츠의 장으로 

유도하는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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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포츠산업 성장

○   스타디움·아레나 정비의 지속적 추진, 타 산업과의 개방형 혁신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등

 -  스포츠 시장을 확대하고 그 수익을 스포츠 환경 개선으로 환원함으로써 스포츠 참여 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출, 스포츠 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15조 엔(156조 원) 규모로 확대

7)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건강 마을 조성

○   무술, 아웃도어 스포츠 등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 강화,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전국의 건강 마을 

조성 가속화 등 

○   국립 스포츠 시설을 민간 사업화하여 지역의 스포츠 거점이자 지역 개발의 핵심으로 활용

8) 스포츠를 통한 공생 사회의 실현

○   장애인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환경 정비, 장애인, 여성의 스포츠 참여율 향상, 인식 개선·정보 확산

○   국내외 스포츠 단체의 여성 임원 후보자 발탁·육성 지원, 스포츠 단체 여성 임원 비율 40% 달성 목표

9) 거버넌스 개혁과 경영 능력 강화

○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22) 연수 실시, 스포츠 단체 조직 운영 투명화

○   스포츠 단체의 전략적 경영을 위한 인재의 고용 창출 지원, 수익 확대를 위한 단체 간의 정보 공유나 인재 

육성·고용 지원

10) 스포츠 발전에 필수적인 인적 인프라 확충

○   민간·대학을 포함한 지역 스포츠 시설의 유효 활용 촉진, 지역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스포츠와 친숙해

질 수 있는 시설 조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스포츠 환경의 양적, 질적 확충

○  지역 스포츠 커미션 등 지역 연계 조직의 활용,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스포츠 참여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환경 조성

○  전 NF(중앙경기단체)에서의 인재 육성·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촉진, 여성 전문 스포츠 지도자 양성 

지원, 수준 높은 지도자 양성, 선수 커리어 형성 지원 

11) 스포츠 안전 확보

○  폭력이나 부적절한 지도 등의 근절을 위한 지도자 양성·연수 실시

○  스포츠 안전에 관한 정보 확산·안전 대책 촉진, 사고 사례 정보 제공, 사고 방지 연수 실시

12) 스포츠 투명성 제고

○  스포츠 단체에 거버넌스 코드(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보급 촉진, 스포츠 중재·조정 제도의 이해 증진 

추진, 교육 연수나 연구 활동 등을 통한 도핑 방지 활동의 전개 등

22)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 일반적으로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 통제 등을 통해 조직이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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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산업 관련 추진 과제

1) 정책 목표

○  일본 정부는 2015년 스포츠청(Japan Sports Agency, JSA)을 설치하고 ‘민관 10대 전략공동사업’ 

일환으로 스포츠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스포츠산업은 일본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었음 

○  일본의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에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추진 과제로 스포츠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제시하였음 

 -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을 받은 스포츠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성장산업화

 -  스포츠 시장을 확대하고 그 수익을 스포츠 환경 개선으로 환원함으로써 스포츠 참여 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창출하여 스포츠 시장 규모 5.5조 엔(57조 원)을 2025년까지 15조 엔(159조 원)

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28> 일본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 전망 (2012-2025)

출처: Japan Sports Week(2022). Future Growth of Sports Business in Japan.

2) 관련 현황

○  일본 프로축구리그(J리그)나 일본 프로농구리그(B리그) 등 지역 밀착형 프로스포츠 리그에 있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

○  제2기 계획에서 스포츠 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10조 엔(104조 원), 2025년까지 15조 엔(159조 

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2018년까지는 약 9조 엔(94조 원)으로 순조로운 성장 추이를 

보였으나 그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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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과제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스타디움·아레나 정비를 민간의 협력을 활용하여 스포츠 성장산업화와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는 기반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 

 -  2025년까지의 20개 거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에 국내외 선진 사례 정보  제공, 

지역 관계자간 협의 촉진

 -  선정 거점을 중심으로 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거점별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프로스포츠 단체를 포함한 각종 스포츠 단체와 타 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종목을 확대하고 지역 스포츠 팀과 기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세미나 

개최, 선진 사례 창출, 우수 사례 수집·표창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  스포츠의 자립 발전을 위해 스포츠 단체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포츠 경영 인재의 육성과 스포츠 

단체의 경영 능력 강화 등을 지원

○  스포츠 단체, 지자체, 민간 사업자 등이 연계·공동 개발한 최신 기술이나 데이터 이용 사례, 지역 공헌 

사례 등 스포츠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 등의 동향을 조사하고 스포츠가 다른 산업이나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확산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촉진

○  스포츠 시장 규모 파악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스포츠 시장 분석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관계 부처, 스포츠 

단체, 민간 사업자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선진 사례의 공유, 요구 과제의 도출 등으로 

민간 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촉진

○  스포츠 단체가 아시아 등의 국제 시장에 스포츠 콘텐츠를 수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 관전 방식을 제공하는 등 일본의 스포츠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 지원

<그림 29>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의 스포츠산업 성장 정책 과제

출처: 문부과학성(2022). 일본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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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정보

가. 기업개요

○  요넥스(YONEX Co., Ltd.)는 1946년 일본에서 요네야마 주식회사로 출발하여 1957년 라켓 브랜드 

산바타(Sanbata)의 위탁 생산(OEM)으로 목재 배드민턴 라켓을 납품하였고, 1961년 요네야마 스포츠

(Yoneyama Sports Co., Ltd.)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자사 브랜드 배드민턴 라켓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음

○  요넥스는 고성능·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서, 라켓 스포츠인 배드민턴, 테니스 

등 특정 종목에 집중하며 성장하였고 특히 배드민턴 용품에서 독보적인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3월 31일 기준 요넥스는 아시아, 북미, 유럽에 진출해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51.1%

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일본 37.9%, 유럽 4.9%, 북미 4.2%, 기타 1.9% 순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나. 주요 사업 영역

○  요넥스의 주요 사업 영역은 스포츠용품의 제조와 판매, 스포츠 시설의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스포츠용품은 주로 배드민턴과 테니스 의류, 신발, 라켓, 스트링을 제조·판매하며, 배드민턴 셔틀콕, 

테니스 공, 골프 용품, 스노보드, 로드 바이크 등도 제조·판매하고 있음

 -  일본 내에서는 스포츠 시설 운영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일본 내 골프 코스, 골프 연습장, 테니스 코트 

등을 운영함  

사업 영역 (TYPES OF BUSINESS)

▶ 배드민턴 의류, 신발, 라켓, 스트링

▶ 테니스 의류, 신발, 라켓, 스트링

▶ 배드민턴 셔틀콕

▶ 테니스 공 

▶ 골프 용품

▶ 스노보드 

▶ 로드 바이크

▶ 스포츠 시설 운영

Ⅲ
글로벌 스포츠 기업 : 요넥스(Y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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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정보

○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요넥스의 매출은 7,769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5,377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매출이 적었으나 2022년 2,392억 원 증가하며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의 매출 감소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됨

○  영업이익은 2017년 433억 원에서 2022년 70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108억 원으로 감소했던 영업이익이 2022년에는 595억 원 증가하며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음

○  당기순이익은 603억 원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3.7%의 성장률을 보임

○  재무지표 중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현금창출 규모와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EBITDA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나타냄  

<표 1> 연도별 주요 재무지표*

(단위: 십억 원, %, 100¥=1,043원)

항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7~‘22
연평균 
성장률

매출 636.7 648.6 637.2 646.3 537.7 776.9 4.1

영업이익 43.3 30.5 25.9 25.3 10.8 70.3 10.2

영업비용 236.3 240.1 242.6 248.1 211.2 278.0 3.3

당기순손익 31.7 19.4 18.1 17.2 11.5 60.3 13.7

영업현금흐름 45.4 40.8 28.8 38.0 45.0 89.4 14.5

EBITDA** 57.4 44.4 40.3 42.5 27.5 87.8 8.9

출처 : YONEX Co., Ltd. Financial Results 2018-2022.

*Fiscal year ended March 31.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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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동향 : What’s  On? 

가. 특정 종목 중심의 시장 집중 전략

○  요넥스는 고성능,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성장하였음

○  최근의 애슬레저(athleisure) 트렌드로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

가 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지만, 요넥스는 ‘퍼포먼스 스포츠 브랜드’, 즉 전문 스포츠용품 

브랜드로서 전문성을 앞세워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데 초점을 맞춤

○  이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드민턴 용품과 함께 테니스 용품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테니스 용품 사업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1년 요넥스에 고품질 테니스 공을 공급하던 브리지스톤 스포츠(Bridgestone Sports Co., Ltd.)

의 자회사 브리지스톤 테크니화이버(Bridgestone Tecnifibre Co., Ltd.)를 인수하며 브리지스톤 

그룹의 기술, 제조 능력을 결합, 전 세계 고객에게 고품질의 테니스 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요넥스는 기존 테니스 라켓 점유율에 테니스 공 공급 능력 강화로 테니스 사업 부문이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요넥스는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에서 소규모 지역 대회부터 국제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여 다양한 수준의 선수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관련 

스포츠용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둠

 -  배드민턴과 테니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꾸준히 즐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요넥스가 가지고 있는 해당 종목의 강점이 시장 우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장 집중 전략을 펼침

<그림 30> 요넥스 주요 제품

출처: 요넥스(www.yon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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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 스포츠용품 브랜드의 견고한 수요를 통한 위기 극복 

○  2019년은 코로나19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브랜드인 요넥스도 한국 시장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

 -  요넥스코리아를 운영하는 동승통상과 세양스포츠의 매출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연평균 

0.8% 증가, 9.2% 감소했는데, 2020년에는 동승통상의 매출이 전년 대비 38.1%, 세양스포츠의 

매출이 전년 대비 28.5% 감소하였음

○  요넥스도 코로나19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아 매출 감소를 막을 수는 없었으나,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54.3%)보다 매출 감소의 폭이 작았고, 매출 회복 또한 유니클로나 다른 

일본 스포츠 브랜드(아식스, 데상트)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동승통상은 전년 대비 12.8%, 세양스포츠는 전년 대비 27.9%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여 

유니클로(-7.5%)나 아식스(-3.2%), 데상트(9.0%)에 비해 눈에 띄는 매출 회복을 보여주었음

<그림 31> 요넥스와 관련 브랜드의 국내 매출 성장률 비교 (2017~202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요넥스가 코로나19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 한국 시장의 

매출 성장률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비롯한 전문 스포츠용품 브랜드로서 

고품질을 기반으로 동호인, 선수 등 비교적 견고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와 소그룹 운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테니스 의류가 MZ세대를 포함한 

20-30대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면서 테니스에 대한 신규 수요가 확대된 것 또한 요넥스의 빠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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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 스포츠용품23) 수출입 규모

가.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

○2020년 기준 일본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는 총 5,529억 원임

 -  2010년 5,620억 원에서 2015년 4,532억 원까지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서서히 수출 규모를 

회복하여 2020년 5,529억 원을 기록함   

 - 일본의 스포츠용품 전체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0.2% 감소함

<표 2> 일본의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 (단위: 십억 원, %, 1$=1,133원)(단위: 십억 원, %, 1$=1,133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성장률

562.0 582.4 540.4 497.4 492.9 453.2 463.4 498.5 550.6 555.2 552.9 -0.2

출처 : https://oec.world/en  

<그림 32> 일본 스포츠용품 수출 현황 (단위 : 십억 원)<그림 32> 일본 스포츠용품 수출 현황 (단위 : 십억 원)

출처: https://oec.world/en 재구성

23)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을 제외한 관세율표상 제9506호로 분류되는 품목으로서의 스포츠용품(sports equipment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 옥외게임용품, 수영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의미함

Ⅳ
통계로 보는 글로벌 스포츠산업
- 일본 스포츠용품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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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

○ 2020년 기준 일본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는 총 1조 6,315억 원임

 -  2010년 1조 1,194억 원에서 2012년 1조 6,08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6년까지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수입 규모를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0년 1조 6,315억 원을 기록함 

 - 일본의 스포츠용품 전체 수입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8% 증가함

 <표 3> 일본의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 
(단위: 십억 원, %, 1$=1,133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성장률

1,119.4 1,201.0 1,608.9 1,427.6 1,404.9 1,269.0 1,144.3 1,359.6 1,540.9 1,620.2 1,631.5 3.8

출처 : https://oec.world/en 재구성 

<그림 33> 일본 스포츠용품 수입 현황 (단위 : 십억 원)<그림 33> 일본 스포츠용품 수입 현황 (단위 : 십억 원)

출처: https://oec.world/en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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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일본 스포츠용품 수출입

가. 스포츠용품 수출 국가

○  2020년 기준 일본이 스포츠용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대한민국(2,793억 원)이며, 다음으로 

중국(630억 원), 미국(474억 원), 홍콩(233억 원), 대만(227억 원), 베트남(133억 원), 싱가포르

(129억 원), 호주(109억 원), 네덜란드(101억 원), 말레이시아(84억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됨 

 -  대한민국은 일본 스포츠용품 수출의 50.5%를 차지하였고, 중국 11.4%, 미국 8.6% 비중임

<표 4> 일본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2020년 기준)

(단위: 십억 원, %, 1$=1,133원)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대한민국 279.3 50.5 프랑스 3.5 0.6

중국 63.0 11.4 캐나다 2.5 0.5

미국 47.4 8.6 필리핀 1.7 0.3

홍콩 23.3 4.2 멕시코 1.7 0.3

대만 22.7 4.1 인도네시아 1.6 0.3

베트남 13.3 2.4 러시아 1.6 0.3

싱가포르 12.9 2.3 오스트리아 1.5 0.3

호주 10.9 2.0 남아공 1.4 0.3

네덜란드 10.1 1.8 덴마크 1.3 0.2

말레이시아 8.4 1.5 체코 1.1 0.2

영국 8.1 1.5 뉴질랜드 1.0 0.2

태국 7.5 1.3 스웨덴 0.9 0.2

독일 6.9 1.2 벨기에 0.8 0.1

인도 5.3 1.0 핀란드 0.7 0.1

스위스 3.7 0.7 에스토니아 0.7 0.1

출처 : https://oec.world/en 재구성 그 외 국가 8.0 1.4

<그림 34> 일본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 (단위 : 십억 원)<그림 34> 일본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출 규모 (단위 : 십억 원)

출처: https://oec.world/en 재구성

* 기타는 수출 11위부터 그 외 국가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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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용품 수입 국가

○  2020년 기준 일본이 스포츠용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9,873억 원)이며, 다음으로 미국

(1,671억 원), 대만(1,469억 원), 베트남(792억 원), 태국(718억 원), 이탈리아(269억 원), 멕시코

(238억 원), 대한민국(203억 원), 프랑스(132억 원), 오스트리아(125억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됨

 - 중국은 일본 스포츠용품 수입의 60.4%를 차지하였고, 미국 10.2%, 대만 9.0% 비중을 차지함

<표 5> 일본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2020년 기준)

(단위: 십억 원, %, 1$=1,133원)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중국 987.3 60.4 네덜란드 4.5 0.3

미국 167.1 10.2 체코 2.9 0.2

대만 146.9 9.0 UAE 2.8 0.2

베트남 79.2 4.8 핀란드 2.7 0.2

태국 71.8 4.4 헝가리 2.7 0.2

이탈리아 26.9 1.6 스페인 2.4 0.1

멕시코 23.8 1.5 불가리아 2.3 0.1

대한민국 20.3 1.2 스위스 2.1 0.1

프랑스 13.2 0.8 슬로베니아 2.0 0.1

오스트리아 12.5 0.8 스웨덴 2.0 0.1

독일 10.8 0.7 홍콩 2.0 0.1

파키스탄 6.6 0.4 방글라데시 1.9 0.1

영국 5.8 0.4 캐나다 1.8 0.1

인도네시아 5.7 0.3 스리랑카 1.8 0.1

호주 5.7 0.3 캄보디아 1.7 0.1

출처 : https://oec.world/en 재구성 그 외 국가 16.5 1.0

<그림 35> 일본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 (단위 : 십억 원)<그림 35> 일본의 국가별 스포츠용품 수입 규모 (단위 : 십억 원)

출처: https://oec.world/en 재구성

* 기타는 수입 11위부터 그 외 국가를 모두 포함함



28 Global Sport Industry Report

1.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통한 스포츠산업 시장 확장

싱가포르의 메타스포츠(MetaSports)는 10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제시하였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타 기술을 결합한 메타스포츠는 이용자가 토큰(Token)을 지불하여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메타버스 중계 플랫폼을 만들어 실시간 토너먼트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플랫폼은 광고 수익을 얻는다. 

메타스포츠는 웹 3.0(web 3.0) 기술을 사용하여 글로벌 스포츠산업을 결합하고 스포츠 스타를 위한 독점적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인큐베이션과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 메타스포츠에서는 

10,000개의 NFT를 사용할 수 있으며 NFT의 가치는 플랫폼의 미래 성장에 달려있다.

범 엔터테인먼트24) 심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 구축과 사업화로 스포츠산업에서도 

디지털화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메타버스는 스포츠산업을 디지털 방식으로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이다. 메타스포츠의 비전은 스포츠산업의 독점을 타파하고 

스포츠산업을 더욱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비력이 청년층으로 이동했으며, 청년층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스포츠 관련 

지적재산권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 가상공간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청년층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메타버스 

생태계는 스포츠 이벤트에 청년층을 유입시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포츠 관련 지적재산권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Source : GlobalNewswire(2022.10.11)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2/10/11/2532396/0/en/MetaSports-Metaverse-enters-the-sports-industry.html)

24) 인기를 끄는 아이템(IP)을 발굴하여 핵심적인 가치는 유지한 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변형, 확장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함

Ⅴ
글로벌 스포츠산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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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확산과 관람스포츠 안전 문제

경기장 보안팀이 미국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스포츠 경기 중 허가 받지 않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월 초 만료되었다. 무단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팀과 리그는 이와 관련한 

연방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내셔널풋볼리그(NFL), 메이저리그야구(MLB), 전미대학체육협회(NCAA),전미스톡자동차경주 

협회(NASCAR)는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기존의 드론 위협 방지법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을 연장·확장하자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현장 연방 기관이 주요 행사에서 무단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주, 지방 등의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할 무단 드론 탐지, 억제 기술을 확장하는 것이다.

무단 드론은 수많은 관중들 사이로 가루 형태의 이물질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위험이 있으며, 

연습이나 경기를 무단으로 녹화하여 송출할 가능성도 있다. 올 시즌 초 NFL 시애틀 시호크스(Seattle 

Seahawks)와 애틀랜타 팰컨스(Atlanta Falcons) 간의 미식축구 경기는 시애틀 루멘 필드(Lumen Field) 

근처의 무단 드론 비행으로 일시적으로 지연된 바 있다. 

현재는 만료된 기존 미국 연방법은 3만 명 이상의 팬이 운집하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 

3마일(4.83km) 이내 무단 드론 비행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비행 제한 시간은 스포츠 이벤트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1시간 후까지이다.

Source : Sporttechie(2022.10.12)

(https://www.sporttechie.com/preventing-emerging-threats-act-drone-safety-sports-teams-leagues-stadium-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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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FA의 새로운 도전, 디지털 세계!

국제축구연맹(FIFA)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팬들을 위한 

새로운 축구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로블록스와 협력하여 피파 월드(FIFA World)라는 가상 

환경을 공개한 것이다.

이 게임은 이용자에게 가상 소셜 공간을 제공하고, 보상 획득 기능, 다양한 스킬 게임 등을 실행하며 독점적인 

가상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게임 내 이벤트와 함께 피파 플러스(FIFA+)의 광범위한 라이브러리에 구축된 맞춤형 비디오 콘텐츠를 

호스팅하며,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인 페드리(Pedri)와 독일 축구의 떠오르는 아이콘 

레나 오베르도르프(Lena Oberdorf)가 게임에 등장한다.

로블록스의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 크리스티나 우튼(Christina Wootton)은 “피파 월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가치를 전달하게 될 것이며, 팬들은 피파 월드에 모여 팬으로서의 자아를 표출하고,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며, 일 년 내내 FIFA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스타 페드리는 “FIFA와 로블록스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나도 

피파 월드의 일부가 되기를 고대한다. 매주 관중석에서 만나는 축구 팬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FIFA 월드컵을 

관람하고, 로블록스 세계에서 그들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니 기쁘다.”고 전했다.

Source : Sport Industry Group(2022.10.13)

(https://www.sportindustry.biz/news-categories/cutting-edge-sport/fifa-enters-the-roblox-world/)



4. 스페인 프로축구리그의 기술 혁신 전략

스페인 프로축구리그(LaLiga)와 IT 서비스 기업 글로반트(Globant)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LaLiga는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LaLiga는 작년부터 전용 기술 자회사 라리가 테크(LaLiga Tech)를 운영하여 자체 개발한 혁신 기술, 자체 

OTT 플랫폼, 판타지 게임, 애플리케이션, 웹 디자인, 불법 복제 방지 도구, 미디어코치 비디오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라리가 테크는 포르투갈 프로축구리그(Liga Portugal), 모터사이클 그랑프리(MotoGP), 미디어 회사 스카이 

멕시코(Sky Mexico)와 주요 파트너십을 확보하였다. LaLiga는 글로반트가 제공하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의 활용을 더욱 가속화하고자 한다.

글로반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마틴 미고야(Martin Migoya)는 “이번 기회는 독보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다른 스포츠 분야에도 적용하여 LaLiga가 시장 리더가 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품과 기능을 개발하고, LaLiga가 개발한 기술을 발전시켜 스포츠와 기술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재창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LaLiga와 글로반트가 동등한 지분을 갖게 되는 이번 합작 투자는 기술 로드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 산업에 걸친 새로운 트렌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웹 

3.0 생태계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Source : SportsPro(2022.9.28)

(https://www.sportspromedia.com/news/la-liga-tech-globant-joint-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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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동향 아카이브

스포츠산업 동향 파악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하여 스포츠 

동향지수와 월간 스포츠 소비, 활동, 생산·무역 동향 자료를 제공 

합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www.sports.re.kr/front/board/bs/boardList.do?board_seq=105&menu_seq=990

SI포커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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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