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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환경에 주목한다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그린 접목의 경향과 성공전략



전 세계는 환경에 주목한다

전 세계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 많은 산업발전개발전략을 세우고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 무분별한 산업개발 ] [환경파괴, 대기오염]

전 세계는 환경에 주목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을 겪는 두바이]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환경파괴 사례



지구의 온난화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

얼마 전 지구가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하는 등 지구온난화는 진행 중에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산업화와 이에 따른 홖경 파괴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주장
하며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



메뚜기 떼 모래폭풍 폭 설 뇌 우 황사폭풍

홍 수한 발우 박뇌 우산 불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의 변화

지구촊 기상이변은 온난화의 „대재앙‟



지구촌 이상기후 [ 환경파괴를 통한 부작용 (뉴스) ]

지구촌 이상기후 메시지 지구촌 이상기후 피해사례



지구촌 이상기후 피해사진 (해외)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 [미국 워싱턴 폭염] [중국 첸탄강의 해일]

[독일 폭설] [물에 잠긴 도시]



[제주도 용머리 산책로 잠기고 있다] [Typhoon  RUSA]

[제주도 열대성 망고열매 재배]

[지구온난화로 핚반도
조류지도가 바뀐다]

[연노랑눈썹솔새 : 미기록종]

지구촌 이상기후 피해사진 (국내)

[동해안의 해일]



지구촌 이상기후 동영상

[ 온난화로 인한 대재앙, 남은 시간 10년도 안돼 ]



• OECD : 경제협렵개발기구

[ OECD 가 발표한 2030년 환경전망 ]

• 지금과 같은 환경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물부족 등 심각한 문제다.

• OECD 국가만의 차원을 넘어서 강력한 국제환경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촉구

[OECD 회의]

홖경파괴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홖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책 마렦해야 핚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자각



• UNEP : 국제연합환경계획



[2010년 2월 „테드 2010 컨퍼런스‟에서 이례적으로 홖경문제 언급]

- 출처 : 100만 개의 그린 행동 캠페인 -

• 보통 게이츠 재단은 백신과 씨앗 연구,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제일 가난핚 사람들의

기초적인 건강을 위핚 프로젝트에 전력 투구

• 빌게이츠 ‚아무리 백신이 널리 배포되고 획기적인 씨앗 개발이 성공핛 지라도

기후 변화에 의핚 재앙 때문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자각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관심과 투자 증진

해 외 국 내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대두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녹색 성장에 관심과 투자



환경 (그린)

접목 사례

국내의 여러 산업에서 환경(그린)을 접목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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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여러 산업에서 환경(그린)을 접목시키다

'청라자이'와 '일산자이'는 GS건설의 그린기술을 적용한 대표적인 친환경 아파트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청라지구 '청라자이'에는 지열 시스템,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 미디어파고라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다. 지열 시스템은 연중 내내 섭씨 15도로 유지되는 '지중옦도(underground 
temperature)'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이다. 

단지 중앙광장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을 하고 음악도 재생하는 태양광 미디어 파고라가 있다. 단지
곳곳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집적기는 야갂 조명의 에너지원이다. 주갂에 태양광을 전기로 바꾼 뒤 야갂에 가로
등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양시 식사지구에 지어짂 '일산자이'는 친환경 웰빙 아파트다. 단지 주변은 고봉산과 현달산이 에워싸고 있고,
단지 앆에는 물 · 숲 · 들을 테마로 한 약 100개의 정원이 조성돼 있다. 

'일산자이'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최싞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디지털 생활환경을 갖춖 유비쿼터스 도시(U-
시티)로 건설했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단지 내 공원 등 구석짂 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앆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자연 환기와 강제 환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을 실내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하다.



[그린 콘크리트 개발 및 시공 ]

국내의 여러 산업에서 환경(그린)을 접목시키다



국내의 여러 산업에서 환경(그린)을 접목시키다



국내의 여러 산업에서 환경(그린)을 접목시키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대두

국내에서도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녹색성장
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
집중

스포츠산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투자

(출처 : Sport Business Review) 

스포츠 마케팅과 환경



기업에서도 그린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

스폰서
기업

올림픽
기업

기업의
그린 마케팅

스포츠가
환경에

주는영향



1. 스폰서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

[맥 도 날 드]

[코 카 콜 라]

메가스포츠 스폰서 기업들인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같은
소비재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 역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사명감
을 가지고 행하고 있음.

[미디어 집중 견제]

친환경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회사는
후원종목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미디어를
통한 집중견제를 받음



2. 올림픽 기업들의 반응

[자크로게 위원장]

• 스포츠는 환경오염에서 제 3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
경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도적 위치에 있
다고 볼 수 있음.

• 2007 자크로게 IOC 위원장 ‚올림픽 게임과 같이 세계적
인 파급력이 있는 행사는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
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코 카 콜 라]

• 친환경적 시스템 구축

(냉각기술 판매 시스템)

• 화학물질 없는 자판기

1000대 이상 설치

• 재활용 시스템 적용한

친환경 냉장고 경기장

배치

[G.E]

• 풍력발전소 건축

(신 재생 에너지)

• 수처리 기술 (정화기술)

• 태양열 이용 조명시설

• 빗물 재활용 시스템

[나 이 키 ]

• 친환경 유니폼 (Swift)

(산업폐기 재활용)

• 얼음 조끼

(재활용 소재 활용)



나이키 아디다스

혼다

기업의
그린 스포츠

3. 기업의 그린 마케팅



• 나이키 환경(그린) 접목 사례

환경에 대한

사회 및 친환경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내 법인을 신설

2010 년 10월

세계야생동물기금

협회 및 세계환경

기술협회와 환경보

존에 대한 지속적

인 관리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을

13%나 줄임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생산시설

시스템 구축

(친환경적 공정

행동 설명 가이드

제공)

• 에너지보존의엄격

한관리

• 원시적 에너지의

대체

• 새로운 쓰레기

처리 시스템 개발

• 에너지 보존

2006년도 대비

53% 정도의 물을

아꼈으며

2008년도 쓰레기

의 63. 8%를

재사용 함

• 아디다스 환경(그린) 접목 사례



F 1 대회에서

환경을 도와주는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룡스포츠

가 될 수 있다고

판단

Earth 자동차

(탄소를 최소화)

개발

녹색 마케팅 제품

Honda F1's Earth 

Car

전 세계 장식

경주용 자동차 규격

개선되는 계기

• 2009 혼다 환경(그린) 접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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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그린) 전략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그린 접목의 경향과 성공전략



1 경기장 대회 시설의 환경적인 전략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그린) 스포츠 전략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대규모 개발을 수반하게 된다.

경기장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시 친환경 소재 활용, 자연채광

자연환기, 자연단열 등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고 자연

친화적 방법, 규모로 설계되어야 한다



1 경기장 대회 시설의 환경적인 전략

신 재생 에너지
활용

(태양열, 빗물)

환경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재활용

유독성 물질 억제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고효율 전자기기)

자연환기, 채광
단열, 빛 등

자연 자체 활용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그린) 스포츠 전략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운영 경기장 지침’



경기장 대회 시설의 환경적인 전략 – 해외사례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

• 대회조직위원회(LOOC) 와 환경보호단체들을 설계당시부터 끌어들여 각종

경기장에 대한 전문적인 협의를 가짐

[노르딕 경기장]

[크로스 컨트리 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봅슬레이
경기장

루지트랙
경기장

• 산이나 나무의 훼손이 거의 없이도 최고의 경기장

• 경기장 건축시 어떻수 없이 캐낸 나무 경기 끝난 뒤

건물철거 원형대로 복구

춗처 : 연합뉴스 1994-2-27



캐나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 버려진 목재를 잘라 건물 천장을 엮음

• 재활용 소재 유리사용, 재활용 카펫 마감재 사용

• 옥상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 경기장 바깥 기둥 홈을 파 빗물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함

(모은 빗물 빙판의 냉각수 사용, 생활용수 사용)

경기장 대회 시설의 환경적인 전략 – 해외사례

[휘슬러 스키 곤돌라]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

춗처 : 주갂동아 2009-12-09



호주 시드니 하계 올림픽

• 인공조명과 환기시설이 필요 없는 경기장 신축

• 건축자재의 90% 기존건물을 헐어 재사용

• 모든 전기공급원을 태양열판 시공

경기장 대회 시설의 환경적인 전략 – 해외사례

[태양열판 시공] [시드니 올림픽 파크]

춗처 : 동아일보 2006-6-07



◇ 주요 경기장 앆내 ◇

200 개국 1만 300 명의 선수들이 정상을 향해 젊음을 불사를 36 곳 경기장은 ‘그린 옧림픽’답게 환경 친화적인 디
자인과 설계로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옧림픽은 시드니를 비롯, 브리스베인·멜버른·애들레이드 등 5 개 도시에서 펼쳐짂다. 지구촌 가족의 눈길을 끌 주
요 경기장을 앆내한다.

▲옧림픽 스타디움 = 이번 옧림픽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곳. 역사상 가장 큰 야외 경기장으로 꼽힌다. 수용 인원
이 11만 명에 달한다.

시드니에서 14 km 떨어짂 홈부시에 위치해 있으며, 개·폐회식과 축구 결승, 육상 경기가 펼쳐짂다.

▲국제 수영 센터 = 옧림픽 스타디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1만 7500명이 경기를 지켜 볼 수 있다. 수영과 다
이빙, 수구 등이 치러질 예정.

▲야구장 = 호주의 유일한 국제 규모의 야구장. 수용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돔과 파빌리옦 = 크기가 2만 2000 ㎡에 달해 축구 그라운드 3 곳이 들어설 정도이다. 배드민턴과 농구, 핸드볼, 
체조, 배구 등이 예정돼 있다.

▲컨벤션 및 엑서비션 센터 = 레슬링, 유도, 복싱, 펜싱, 역도가 펼쳐짂다.

경기장 대회 시설의 환경적인 전략 – 해외사례



시드니 옧림픽조직위원회(SOCOG)는 대회 준비에 자싞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옧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제12차 총회에서 "당장 경기를 치러도 좋을 만큼
준비가 돼있다"고 보고했을 정도. 200개 IOC회원국이 모두 참가해 사상 최대의 지구촌 축제로 기록될 이번 대회를 집중
조명해본다.

SOCOG는 시드니 옧림픽을 '그린 옧림픽'으로 만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옧림픽 경기장 부지였던 홈부시베이에서 발견된 그린 앤드 골든벨 개구리(The green and golden bell frog)는 '환경 옧림
픽'을 상징하는 동물.
호주 당국은 이 개구리의 서식지를 보졲하기 위해 테니스 코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밖에 인공 조명과 환기 시
설이 필요없도록 경기장을 설계하고 스태프들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환경 보호 정책으로 옧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주성원기자>swon@donga.com

경기장 대회 시설의 환경적인 전략 –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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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주변의 환경적인 전략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그린) 스포츠 전략

친환경 그린스포츠에서 경기장 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는 자연환경 과 주변 경관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인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대회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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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8 올림픽

• 대회 준비기간중 한강 및 주변환경에 1조 4천 5백억원 투자

• 도심 환경 청결작업, 대기정화

경기장 대회 주변 환경적인 전략



호주 시드니 하계 올림픽

• 20년전 사라졌다 나타난 개구리를 위한 연못과 이동통로를 만듬

• 매 여름마다 아시아에서 날아오는 철새를 위한 습지의 환경 개선

[개구리 연못] [철새를 위한 습지 개선]

춗처 : 한국일보 2000-6-6

경기장 대회 주변 환경적인 전략



경기장 대회 주변 환경적인 전략 - 토리노



이름 그대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中國). 2008 옧림픽이 중국의 비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두고 이번 옧림픽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심지어 자크 로케 IOC 위원장은 공
기오염 문제를 거롞하며 "사이클·마라톤 등 지구력을 요구하는 종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 옧림픽팀
은 베이징 옧림픽 기갂 동앆 서울의 호텔에 머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옧림픽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환경오염 문제인 것이다. 중국 옧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해외언롞대상 홍보
를 맡고 있는 쑨 웨이더(孫偉德) 부부장을 만나 공기 오염 정화 프로그램 등 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
다.

[베이징 공기오염 정화]

경기장 대회 주변 환경적인 전략 - 토리노



경기장 대회 주변 환경적인 전략 - 토리노



경기 운영 측면의 환경적 전략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그린) 스포츠 전략

국제 대회의 운영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교통부분, 자원절약

환경제품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재활용품을 최대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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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운영 측면의 환경적 전략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그린) 스포츠 전략

3

대회준비 및 운영과정
에서

쓰레기 발생 최소화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운영 경기장 지침’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재활용품 사용

청결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대중교통 이용
(녹색교통 수단 활용)

국민의 참여 유도
(시민참여 활성화)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 해외사례

◆그린 옧림픽=‘친환경 옧림픽’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으뜸가는 관심사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태평양에 맞닿아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사계절 내내 쾌적한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밴쿠버는 천혜의 산악·해양

환경으로 유명하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옧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이

열리는 리치몬드옧림픽 오벌은 빗물을 모아 화장실에 쓰고, 밴쿠버 컨벤션센터는 지붕에 옥상 정원을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 사용되는 경기장은 새로 지은 것보다 기졲 시설을 재활용한 게 많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다. 휘슬러 옧림픽선수촌은 대회가 끝난 뒤 일반주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코린 헌트와 오머 아벨이 디자인한 혁싞적인 옧림픽 메달이

공개되었다. 외양은 납작하지 않는 물결을 닮은 오동통한 모

습이다. 바다의 파도 혹은 내리는 눈 그리고 산악 지대의 설

경을 본 따 만들었다는 것이 옧림픽조직위 측의 설명이다. 

그 모두 벤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풍경

들이다. 

한편 전자 폐기물을 이용해 제작했다는 점도 밴쿠버 옧림픽

메달의 특징이다. TV의 브라운관, 컴퓨터 키보드, 컴퓨터 부

품과 회로판 등에서 추춗한 금속이 금은동 메달에 들어 있

는 것이다. 이들 특이한 메달은 ‘그린 옧림픽 ’ 이미지를 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훈 기자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 해외사례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

• 감자로 만든 일회용 접시 사용

• 옥수수대로 만든 숟가락, 포크 사용

[감자로 만든 일회용 접시] [옥수수대로 만든 포크]

춗처 : 한국일보 2000-6-6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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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유니폼 (페트병 원재료 재활용)

‘치우녀’ ‘치우남’거리응원 녹색실천 수칙 마련

친환경 콘센트 도입

남아공 월드컵 – 대한민국 적용 사례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친환경 월드컵
기업 마케팅

태극전사
유니폼

전자기기 길거리응원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1 태극전사 유니폼

• 버려진 페트병 사용

• 태극전사 유니폼과 동일한 재활용 원사로 만든 응원복도 판매되면서 에코족 붉은
악마의 관심을 받음.

• 페트병과 폴리에스테르는 만드는 원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페트병을 재활용
해 섬유의 원재료인 칩으로 재생산이 가능

• 이번 대표팀 유니폼은 삼양사와 휴비스가 페트병 재활용

• 원사인 ‘에코에버’를 월드컵 공식 유니폼 제조사인 나이키에 공급하면서 만들어짐

[태극전사 원정유니폼] [붉은 악마 유니폼]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남아공월드컵 출전 선수 '친환경 유니폼' 입는다
[아시아경제 경제 2010.05.12]

슬림 쾌적

칚홖경

•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
•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0% 감소
• 불필요한 석유자원 사용 감소
• 에너지 발생량을 감소

품질 면에서도 신규 생산된 섬유와 유사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2 길거리 응원

• „버츠비‟는 „치우녀, 치우남 응원 이벤트‟

• 미국 본사의 „2020년까지 쓰레기 ZERO 
캠페인‟에 동참하는 뜻

• 홖경부 - “거리응원 녹색실천수칙” 마렦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지 자 체

거리응원 녹색실천수칙 :

Green is victory 
캠페인

현대 자동차

붉은 악마

- 홖경부 -

„대중교통 이용하기‟, „개인용 물통 가져오기‟,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 되가져가기‟, 
„일회용 응원도구 등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누구나 쉽게 실천이 가능핚 내용”

기 대

효 과

1. 대중교통이용
▪ 12,306,600리터(1600cc기준)연료절감
▪ 21,068백만원 절약
▪ 약26천CO2톤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2. 개인용 물통 사용
▪ 1인당 일회용 컵 3개씩 줄일 시 35백만원 절약
▪ 나무(30년생 원목) 254그루를 살리는 효과와

잣나무 1,962그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월드컵 녹색응원 ”Green is Victory” 캠페인 추짂
- 에코데일리 2010년06월10일 -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3 전자기기

• 전자기기도 칚홖경 콘셉트를 도입

• 삼성전자 - 퇴귺시간이나 이동 중에 집중되는 월드컵 경기의 본방 사수를 위해
지상파 DMB 기능을 강화핚 MP3 플레이어 „RB DMB(모델명 YP-RB)‟
를 선보였다.

• 주목핛 점은 „RB DMB‟가 홖경 유해물질인 BRF, PVC, 프탈레이트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 프리미엄 칚홖경 등급을 받은 칚홖경 제품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그린 홈페이지 운영 – 베이징 올림픽’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룰라 대통령 ‚브라질 월드컵은 환경을 중시하는 그린 월드컵이 될 것

역대 가장 아름다운 월드컵이 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브라질월드컵 공식 엠블럼]

이번에 발표된 월드컵 엠블럼은

첫 번째로 "그린 월드컵"을 표현,

"브라질의 행복, 색채, 친환경" 표현

국제대회 운영적 측면 환경적인 전략 – 해외 사례



경기 외 축제와 문화의 환경적 전략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그린) 스포츠 전략

국제대회시 경기적인 측면 외적인 문화적으로 환경적인

전략이 많이 제시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식과 시민의 의식

제고가 중요하며, 환경 단체들과의 다양한 협조관계 또 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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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롞

본 롞

결 롞

contents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환경(그린) 전략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그린 접목의 경향과 성공전략



SPORTS

+

환경

보 존 개 발

공 존

스포츠 분야를 성장시키키 위한 공간 개발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 공간개발의 부당함으로 환경이 무너질수 있다.

광주 U 대회는 환경보존과 개발을 공존시켜야 한다



보 존 개 발

2015 광주 U 대회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에 있어 공존되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한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 연 환 경



공존 (자연환경)

1.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 환경단체와 협력을 통한 친환경 노력

2. 경기장 시설 구축시 환경과 접목 / 친환경 제품 제품 채택

3.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 / 재활용 용품 선택



Thank You
MOKPO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S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