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구용품 유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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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주요 리그 공인구 인증 및 유통절차 >
리그 구분

공인구 인증절차

메이저·마이너·독립리그

유통 구조

Rawlings Sports Goods社 독점 공급
① 리그 인증사에 인증 신청(온라인)
학교 개별 연락, 공공입찰 참가,
② 인증사에 제품배송, 검증
스포츠용품 유통망 등 활용
③ 라이센스 발급

대학·고교리그

2. 메이저·마이너·독립·대학리그 공인구 유통 현황
□ (프로리그) MLB(Major League Baseball) 및 MiLB(Minor Leauge Baseball) 경우
롤링스社(Rawlings Sports Goods)에서 공인구 전속 공급
o 롤링스 사는 1887년 설립, 1977년부터 MLB에 공인구를 공급, 상기 리그에서
레플리카 제품 제작 및 판매 불가
□ (독립리그) 현재

운영

중인

미국 독립리그는 7개이며, 모두 MLB

공인구

제작사인 롤링스 사로부터 공인구 조달
< 미국 독립리그 세부현황 >
리그명

구단수

Atlantic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8

Mid-Atlantic

https://atlanticleague.com/

Americ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12

Midwest

https://aabaseball.com/

Frontier League

14

Mid-Atlantic

https://frontierleague.com/

Pioneer League

8

United Shor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4

N o r t h e r n https://www.milb.com/pioneer
Mountain States
Michigan
https://uspbl.com/

Empir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6

Northeast

http://empireproleague.com/

Pecos League

14

Southwest

http://pecosleague.com/

＊상기리그 홈페이지에서 롤링스사 공인구 사용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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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홈페이지

3. 대학·고교 공인구 유통 현황
□ (대학리그) 주요리그로는 NCAA College League와 NAIA World Series가 있으며
두 리그 모두 Rawlings사에서 제작한 공인구를 사용
o 이외에도 대학리그 규격에 맞춘 FLAT SEAM 야구공을 Official League 마크와
함께 판매하는 제조사 존재
□ (고교리그) 공인구 규격에 맞춰 제작·라이센스 획득 시 누구나 판매 가능
o 주요 고교 야구 리그로는 Little League Baseball, American Legion Baseball,
Babe Ruth League 등으로, 각 리그는 규격에 맞는 공을 사용
- 공인구

규격은

주로

NFHS(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 혹은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AIA(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ollegiate Athletics)를 따름
o (Little League Baseball) A.D. Starr, Baden Sports, BSN Sports, Champro Sports,
Diamond Sports, Mizuno Corporation Japan 등에서 공인구 판매 중
- 링크*의 안내에 따라 규격 검정** 후 라이센스 획득 및 판매 가능
* https://www.littleleague.org/partnerships/licensing/baseball-softball-approval-process/
** 신청서 작성 -> 라이센스 희망 제품 배송 -> 검증비용 지불 -> 연구실 및 리그 현장검증 후 라이센스 발급

o (American Legion Baseball) Diamond Sports, A.D. Starr, Diamond SPorts,
Rawlings, Wilson Sports 등에서 공인구 판매 중
- 링크* 안내에 따라 규격을 검정** 후 라이센스 획득 및 판매 가능
* https://www.legion.org/emblem/request
** 신청서 작성 -> 라이센스 희망 제품 배송 -> 검증비용 지불 -> 연구실 및 리그 현장검증 후 라이센스 발급

o (Babe Ruth League) Rawlings, deBeer, Diamond, J.P. Sports, MacGregor,
Pro-Nine, Rawlings, Trump, Wilson and Worth 등에서 공인구 판매 중
- 리그 담담자 컨택 후(marketing@baberuthleague.org) 라이센스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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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 외 군소리그) NFHS(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에서
고교야구 규칙 및 표준장비를 공인, 기타 군소리그에서 활용
- 링크*의 안내를 따라 고교 표준장비 공인 획득 후 판매 가능
* https://www.nfhs.org/AuthenticatingMark

4. 미국 내 야구용품 유통 구조
□ (개괄) IBISworld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스포츠 용품의 34.9%가 오프라인 매장,
34.3%가 온라인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남
o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22.1월 리포트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스포츠
용품 유통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최대 45%까지 증가
- 소규모 구단·학교를 중심으로 스포츠 용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음

(1) 대학·고교 납품 구조
□ 학교 혹은 학군 단위 교육구(School District)와 공급 계약을 통해 스포츠 용품
및 팀 머천다이즈 납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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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기 과정은 주·카운티 단위에 따라 상이하여 각 학교나 학군에 개별적으로
납품 신청을 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해야함
- (개별 납품신청) 주·카운티 단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학군 단위로
공인 Vendor List가 존재,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각 학교에 납품신청 가능
·(사례) 뉴욕市 학교 납품업체 가이드라인* (링크**)
* 벤더 포탈에 업체 정보를 입력 후 가입 -> 현재 진행 중인 공개 입찰 참가 -> 해당 학교·교육구에 납품 계약 진행
** https://infohub.nyced.org/working-with-the-doe/vendors/general-information

o (공공조달) 정부·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진행하는 공공조달 사업 혹은
Cooperative Purchasing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 구매 계약 체결
- (참가방법) : Cooperative Purchasing 단체* 선정 -> 단체와 사전 제안 회의 및
경쟁 입찰 준비 -> 사전 제안 회의 후 관심을 보인 공공 기관들과의 협의 ->
최종 조건 협상 후 마스터 계약 체결
* https://www.nigp.org/our-profession/cooperative-purchasing-programs

- (사례) : BSN 스포츠는 미국 지역사회 정부협력 계약 활용, 35년 이상 교육구
및 지자체 등에 스포츠 용품 공급 (https://www.bsnsports.com/nrpa/)
o 미국 명문 대학팀의 경우 전담 스폰서 기업을 통해 장비를 조달, 공공 입찰이나
학교 단위 납품을 받지는 않음
- (사례) : Vanderbilt Commodores : 나이키 / Louisville Cardinals : 아디다스,
Bradley Braves : 언더 아머
o 대학·고교 리그 공인구 라이센스 취득 시 리그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 가능
- 공인 라이센스 제품들은 온라인·도매 업체에서 상품 경쟁력 확보 수단
- (사례) : American Legion BaseBall*, Babe Ruth League**의 경우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공인구 판매
* https://emblem.legion.org/Baseballs/products/364/
** https://www.baberuthleague.org/sponsors-licensed-products/licensed-produc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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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리그 납품 구조
□ 美 독립리그는 MLB 공인구 제작사인 롤링스 사로부터 공인구를 납품받으며
MiLB 공인구와 비슷하되 리그 프린팅이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
o 대부분의 리그에서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해당 공인구를 사용, 롤링스 사가
리그의 파트너 혹은 스폰서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신규 공인구를 채택할 유인 부족
o 개별 구단의 클럽 하우스 매니저 혹은 프론트 사무실의 구매 담당자가
스타디움에서 사용하는 연습구 등을 주문, 구매하나 운영 방식은 구단별 상이
(3) 주요 온·오프라인 매장 유통 구조
□ 현재 월마트 Target, CVS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도 온라인 플랫폼 개설
하여 오프라인과 융합한 옴니채널 형식 도입
o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디렉토리, 소싱 플랫폼 등을 방문, 희망제품을 직접 찾는
일도 보편화되었으며 이에 맞춰 납품업체들도 디렉토리 및 소싱 플랫폼에 자신의
제품을 등록하는 일이 일반적
o 대형 유통매장은 물론 중소 도소매상들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유통
신청을 받으며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들도 활발히 운영 중
<주요 온·오프라인 야구용품 유통 채널>
업체명

업체유형

접수 포털

URL
https://marketplace.walmart.
com/
https://www.rangeme.com/t
arget
https://vendor.academy.com
/content/becoming-academ
y-vendor
https://www.rvcf.com/page/
Big5_Request
VendorManagement@dcsg.
com

Walmart

종합 유통업체

자사 웹사이트

Target

종합 유통업체

Rangeme

Academy Sports

스포츠 용품
유통업체

자사 웹사이트

Big 5 Sporting Goods

스포츠 용품
유통업체
스포츠 용품
유통업체

자사 웹사이트

Dick's Sporting Goods

직접 접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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