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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ARMOUR 

나이키와 아디다스, 스포츠 용품 시장의 불변할 것 같던 양강구도 속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2015년, 설립 20년만에 언더아머는 글로벌 매출에서 39억 6000만 달러(4조 6000억원)이라는 놀

라운 성과를 기록하며 아디다스를 제치고 미국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 매출 2위를 차지한다. 같

은 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9위에 오르며 스포츠 브랜드 중 유일하게 

톱10에 포함됐다. 혁신이 IT 분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리복, 퓨

마, New balance 등 유수의 스포츠 용품 기업들이 오랜 기간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아성을 넘기 

위해 수 없이 노력했지만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기에, 신예 언더아머의 엄청난 도약은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는다. 모두가 레드오션이라 여겨왔던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언더아머는 1996년 케빈 플랭크가 자신의 할머니 집 지하실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26분기 연속 20%가 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거대기업으로 성장한다.[Exhibit 1] 

언더아머의 스포츠 의류는 화려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기능성을 극대화하여 스포츠 의류 안의 틈새시장을 겨냥하였다. 스판덱스 원단을 사

용한 언더아머의 티셔츠는 땀 배출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언더아머의 성장은 언

더아머가 후원하는 NBA의 대표적 농구스타 커리의 성공과 궤를 함께한다. 스테판 커리는 2013년

까지 나이키의 후원을 받다 실력부진을 겪자 나이키와 계약연장이 중단된다. 그러나 언더아머는 

그의 가능성을 보고 비교적 값 싼 가격에 커리를 영입하게 되고 커리는 이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2015-16시즌 NBA 최초 만장일치 MVP로 선정되고, 2016-17시즌 2년 연속 팀 우승을 이끌며 NBA 

역사상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된다. 동시에 언더아머의 커리 농구화 ‘커리2’는 2015년 1억 

달러, 2016년 1억 60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다. 

 

케빈플랭크의 인생[Exhibit 2] 

                                           

1 본 CASE는 2017년 가을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의 지도 하에 김건희, 

신수연, 이병우, 이진슬, 최진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위의 저자에게 있음. 



 케빈 플랭크는 부동산 사업가인 아버지와 전 켄싱턴시 시장이자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고위관료

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카톨릭 집안의 엄격

한 분위기 속에서도 케빈 플랭크는 모범생이었던 형제들과는 달리 활달한 성격에 경쟁심이 무척 

강해 잦은 말썽을 피우곤 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조지타운 프렙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수업에

서 낙제를 했고, 술을 마시고 대학생들과 패싸움을 하여 2년 만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저는 당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수업료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 당시의 

저는 얼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 케빈 플랭크, 언더아

머 CEO 

 

미식축구 선수로 뛴 경력 덕에 세인트존스대 부속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길 수 있었지만 대학진

학은 쉽지 않았다. 졸업 후 줄곧 스카우터들로부터 외면당했고 대학 미식축구 1부 리그에 속한 

학교 중 어느 곳에서도 영업제의를 받지 못했다. 결국, 플랭크는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낮은 메릴

랜드 대학에 자비로 입학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학 진학후에도 케빈 플랭크는 뚜렷한 성과

를 내지 못하지만 그는 뛰어난 사업적 수완을 보인다. 입학 후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장미를 팔거

나 록 밴드 콘서트에서는 공연장티셔츠를 팔았고, 심지어 자신의 기숙사 방에 신용카드 결제기까

지 보유하며 1만 7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인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업아이디어가 그

의 뇌리를 스친다. 유독 땀이 많았던 케빈 플랭크는 운동할 때마다 면소재의 운동복이 흠뻑 젖어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다. 자신의 많은 땀을 운동복이 전부 흡수해버렸고 심할 경우 그 무게가 

1kg을 넘기도 하였다. 

 

“땀을 잘 배출하는 티셔츠를 왜 아무도 만들지 않는 걸까 생각했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집 지하실에서 할머니 속옷을 발견

했고 속옷의 합성섬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곤 견본을 제작해 동료들에게 나누어주었죠.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 케빈 플랭크, 언더아머 CEO  

   

 케빈 플랭크는 대학 시절 모았던 자금 1만 7000달러로 할머니 집 지하실에서 친구 킵 퍽스와 

함께 언더아머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업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듯, 언더아머의 시작도 별반 다르

지 않았다. 전화 판매, 방문 판매, 상품 포장 및 배송 등을 단 둘이 하면서 잠은 네시간 밖에 자

지 못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빚이 4만 달러까지 쌓였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넘치는 승부근

성으로 무장한 그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는 법을 몰랐다. 저돌적으로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장비 담당자들과 접촉하였고 선수들에게 견본을 나눠주었다. 그는 대학교와의 티셔츠 판매계약 

건수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다녔고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일단 가능하다고 말한 뒤 해결책을 찾았

다. 계약은 점점 늘어났고 언더아머 제품의 땀 배출 성능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플

랭크의 이러한 근성과 행동력은 그가 늘상 하고다니는 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못 할 것이 없다. 아무리 큰 장벽이 있다 해도 계속 부딪

치다 보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사업 계획을 세우지 말고 현장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케빈 플랭크, 언더아머 CEO 

 

이처럼 플랭크는 소비자가 원하는 솔루션과 혁신은 현장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자신만의 통

찰력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간다. 결국 언더아머는 창업 3년 만에 매출 100만 달러를 돌파하였

고, 2003년에는 100배 이상한 1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언더독 마케팅 

 언더아머는 1996년 설립된 신생 스포츠 용품 기업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한참 후발주자였다. 즉, 언더아머는 업계의 탑 독(Top dog)을 상대해야 하는 

언더독(underdog: 승리 가능성이 적은 약자)이었던 것이다. 케빈 플랭크 언더아머 CEO는 상대적

으로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상황에서 막강한 경쟁자들과 상대해야 했고, 유명 스포

츠 스타들을 섭외하여 최고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제외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스테판 

커리는 언더아머의 대표적인 언더독 마케팅 성공사례로 꼽힌다. 

 

 언더독, 스테판 커리[Exhibit 3] 

스테판 커리는 최근 미국프로농구(NBA)의 가장 뜨거운 스타이며 2009년 데뷔했다. 그의 소속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 2014/2015 시즌에 NBA 정상에 섰고 

2015/2016 시즌에는 정규 시즌 73승 9패를 기록, NBA 역사상 최고 승률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

록은 마이클 조던이 이끌던 시카고 불스의 1995/1996 시즌 72승 10패 였다. 이 과정에서 커리는 

2년 연속 정규 시즌 MVP가 되었으며 2015/2016 시즌엔 NBA에서 전무후무한 한 시즌 3점슛 

400개를 성공시켰다. 그러나 스테판 커리의 커리어가 시작부터 이처럼 빛났던 것은 아니었다.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제 이름이 스테폰(Stephon)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 그 순간 이 곳

에선 최고가 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플랭크를 만나게 되었죠.” – 스테판 커리, 골

든 스테이트 워리어스(NBA) 선수 

“스테판에게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수에겐 반

전의 기회가 있기 마련이죠. 언더아머는 커리를 지켜봤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 케빈 플

랭크, 언더아머 CEO 

 

커리는 2012년까지 나이키의 후원을 받던 선수였다. 그러나 NBA의 쟁쟁한 경쟁자들에 비해 작

은 신장(191cm)과 데뷔 후 ‘유리발목’이라는 오명을 썼던 고질적인 발목부상에 의해 큰 두각을 드

러내지 못했다. 이에 이미 수많은 슈퍼스타들과 계약을 채결한 나이키는 커리에 대한 대우를 상

대적으로 부족하게 했으며 이는 커리와의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타 선수의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커리는 나이키와의 후원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고, 

NCAA(전미대학체육 협회)시절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플랭크가 그를 헐값으로 잽싸게 낚아챘다. 

2013년의 시즌 중반부터 부상을 털고 대학 시절 에이스이자 스코어러(득점을 매우 많이 하는 

선수)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커리는 언더아머의 농구화를 신고 앞서 나열한 화려한 경력을 써 

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커리의 활약에 힘입어 언더아머의 인기도 고공행진을 펼치게 되었다. 

2015년 출시한 커리 농구화 시리즈는 농구 팬들에 의해 날개 돋힌 듯 팔리기 시작했고 2015년에

만 1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당대 최고의 선수보다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엘리트 마케팅을 지양하고, 불리함을 딛고 성공신화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델

을 채택한 언더아머의 전략은 뛰어난 효과를 가져왔다.  

 

조던 스피스 & 미스티 코플랜드[Exhibit 4] 

스피스와 코플랜드도 커리의 사례와 같이 가능성 있는 유망주 혹은 불리한 입장의 언더독이 승

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탁월한 언더독 마케팅을 보여준 대표적인 언더아머의 후원 선수들이다. 

스피스는 프로 골프 대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유망주인 상태에서 언더아머와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2015년에 이 계약은 훌륭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스피스는 2015년 마스터스 골프대회에

서 역대 최저타 타이로 우승하면서 당시 랭킹 1위이자 경쟁사 나이키의 후원을 받고 있던 로이 

매킬로이를 넉 아웃 시켰다. 이후 PGA US OPEN에서 최연소 우승했고 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한편, TIME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고 흑인 최초로 ABT(American 

Ballet Theater)의 주역 발레리나가 된 미스티 코플랜드는 불리함을 딛고 성공한 또 하나의 언더독



이다. 그녀는 발레리나계에서 인기가 없는 흑인이라는 신체적인 차별을 딛고 흑인과 백인 발레리

나 소녀들의 우상이 되었다. 언더아머는 그녀의 성공 이전에 후원 계약을 맺음으로서 스포츠 용

품 업계의 불리한 후발주자인 언더아머가 막강한 선두주자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도전하는 ‘열

정’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도전과 감동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시장에서 다소 오래되고 전

형적인(conventional)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다르게 새롭고 도전적인, 젊은 

이미지를 창출했고 이는 젊은 스포츠 마니아들을 통해 언더아머의 매출을 급상승 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예상과 결정 

케빈 플랭크 언더아머 CEO는 언더아머의 마케팅 전략을 묻는 한 인터뷰에서 “일부러 세운 건 

아니다. 우리가 후발주자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백업 플랜’에서 나온 전략이다. 커리나 앤디 머

레이(테니스) 역시 한 물 간 선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멋지게 도약했다. 이들은 언더아머를 정의하

는 선수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언더아머의 선택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플랭크는 이를 멋지게 성공시켰다. 

 

“세계에서 최고의 장사꾼은 앞으로 올 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을 결정하는 사

람이다.” – 케빈 플랭크 언더아머 CEO 

 

언더독 기업에게 주이질 변화를 단지 예측하지 않고, 이를 백업플랜으로 활용했던 플랭크의 성

공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맞게, 그리고 - 비록 세계 3위의 

브랜드가 되었지만 - 나이키에 비해 200억 이상의 매출 차이가 나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

도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지지해 나갈 예정이다. 

 

소문의 시작 

케빈 플랭크는 자신의 제품을 가장 잘 알아줄 사람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았다. 자신이 바로 그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플랭크는 대학마다 

미식축구팀을 찾아갔다. 개별 선수들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공짜로 티셔츠를 나눠줬다. 

필요하다면 대학 운동장 관리자들과도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했다. 선수들은 이러한 플랭크의 영업방

식과, 언더아머라는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제품을 처음에는 낯설어했다. 하지만 직접 입어본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다. 언더아머는 너무나 편했던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원했던 바를 정확하



게 집어낸 그런 운동복을 마침내 만났단 것을 깨달았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언더아머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제품을 이야기할 때면 플랭크에 대한 이야기가 꼭 뒤따랐다. 선수들

은 자신들과 같은 선수 출신인 케빈 플랭크가 직접 자신이 느꼈던 운동복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창

업을 했단 사실을 신기해했던 것이다. 결국 플랭크는 2개 NFL 팀으로부터 판매 제의를 받을 수 있었

다.  

하지만 이 때까지도 언더아머는 운동선수, 특히 미식축구 선수만 잘 알고 있던 브랜드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1997년 USA투데이 지면. 미국프로풋볼(NFL)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주전 쿼터백 ‘제프 

조지’가 언더아머 제품을 입은 사진이 실렸다. 언더아머가 전국구 브랜드로 도약하는 순간이었다. 

유사한 방식의 바이럴은 언더아머가 성공으로 가는 고비마다 나타났다. 언더아머는 직원을 영입할 때

도 그 모든 과정이 팬들에게 흥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언더아머의 Ultimate Intern은 누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resume-interview의 과정과 똑 같은 인턴 고용 방식이 아니었다. Ultimate Intern에 지원하기 위

해 학생들은 이력서와 40 초 분량의 연설을 업로드 해야 했다. 또한 운동 선수와 인터뷰하고 맞춤형 

Tumblr 페이지를 운영해야 했다. Red Tettemer + Partners와 함께 개발된 언더아머의 "Ultimate Intern"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되어 2년 동안 소셜 웹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모집했

고 수많은 User-created contents를 탄생시켰다. [Exhibit 5] 

 

“At our core, Under Armour is about inspiring the next generation of athletes to continuously 

push the boundaries of performance. The Ultimate Intern search serves the same mantra as we 

look for the next young professional who is competitive, humble and hungry to succeed.(Under 

Armour의 핵심은 차세대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퍼포먼스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다. Ultimate Intern를 찾는 것 역시 동일한 정신으로, 우리는 경쟁력 있고 겸손하며 성공을 갈망하는 

젊은 전문가를 찾는다.)”  

 

I will what I want 켐페인 

2015년 언더아머(Under Armour)는 ‘I will what I want’ 캠페인을 시작한다. 

 

“It’s a reminder that the best things in life aren’t given. They’re earned. And there’s one reason 

you are where you are today. That reason is you.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데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캠페인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쟁취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언더아머(Under 

Armour)는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스타들을 후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스티 코플랜드(Misty Copeland)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플

랜드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ABT(American Ballet Theater)에 주인공을 맡은 발레리나다. 이 캠페인

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 동안 여성들에게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언더아머였

으나 코플랜드를 모델로 기용한 후부터 여성들은 언더아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믿음의 CEO, 케빈 플랭크 

 플랭크는 그의 어린 시절의 성향처럼, 그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 이

러한 그의 모습은 스포츠 용품 산업의 돌풍을 일으킨 기업의 CEO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으며 

기능성 의류를 시작으로 한 언더아머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그의 강한 리더십과 지도가 바탕이 되

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때 메릴랜드 대학교 미식축구부의 주장으로써 스포츠 팀을 이끌었던 

그의 경험은 다양한 스포츠적 비유를 통해 그들의 직원들을 동기부여 하는데 적절히 사용되었고 

– 예를 들어 회사의 슬로건 중 하나인 ‘under armour will PROTECT THIS HOUSE’ – 직원들의 동기

부여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경향을 보이도록 하였다. 

언더아머는 그들 직원들 스스로를 팀메이트(Teammate)라고 부르며 이는 하나의 스포츠 팀으로

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플랭크는 그 스스로도 

자신의 회사가 하나의 큰 스포츠 팀처럼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 속에서 각 구성

원은 팀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임무를 성실히 그리고 잘 수행하기를 요구 받는다.  

 한편, 플랭크의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플랭크는 위임

의 방식을 통해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그는 주 회의에서 9명의 이사진들

과 미팅을 갖는데, 이때 모든 이사들은 CEO만큼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참여한다. 또 각 이사

들은 자신의 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층의 하부에 있는 조직원들의 의사를 상부

에 반영하고 또 상부의 의견을 하부에 전달한다.  

 

장기적 인사관리와 권한 위임 

 언더아머는 사람의 중요성을 토대로 HR분야에서의 시스템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고위직 임원

들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도입을 그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성과 측정에 있어 최종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구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향후 5년간 임

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보상 체계에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트로이 바넷(Troy Barnett) 전사 서비스 기술 부문 수석이사 

 

조직의 일선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 계층의 직원들에게도 위임과 신뢰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언더아머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직원들을 하나의 동료 선수로

서 인식하는 플랭크의 위임적 리더십은 일선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고 대

신 구성원들에게 높은 헌신과 뛰어난 능력을 그 스스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사일로 형태로 고립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관여시켜야 보다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탄탄한 프로그램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만다 옥슨라이더

(Amanda Oxenreider) 언더아머 비즈니스 관계관리 부장 

“점포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점포 관리자에게 채용에서 퇴직까지 자체 채용 프로세스를 

관리할 자율권을 주었고, 140개 점포가 본사에 지원, 지침,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재 파

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트로이 바넷(Troy Barnett) 전사 서비스 기술 부문 수석

이사 

 

 물론 헌신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책임을 직원 스스로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 언더아머는 

SAP와 같은 업체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HR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분리된 인사 시스템을 석세스팩터스(SuccessFactors) 성과 및 목표관리(Performance & 

Goals), 보상관리(Compensation), 승계 및 경력개발(Succession & Development), 학습관리

(Learning Management), 채용관리(Recruiting) 등으로 교체했다. 이를 통해 합리화된 온보딩(on 

boarding)부터 타케팅된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lan)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성과를 올

릴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의 부진[Exhibit 6] 

급격한 성장을 일궈 온 언더아머는 최근 부진의 늪에 빠졌다. 언더아머의 성장세는 2015년 이

후 점차 둔화되어 왔는데, 2017년 11월 시점에는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가치 또

한 2014년 정점을 기록했을 때에 비해 10%에 불과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언더아머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 사이

에 오르내리는 원인은 언더아머가 ‘애슬레저’ 트렌드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슬레저’는 

일상생활과 레저를 동시에 즐기며 스타일을 연출하는 최근의 패션 트렌드를 가리키는 말인데, 차

별화된 기능성에 특별한 집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언더아머가 새로운 트렌드를 제품에 반영

하지 못하여 시장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초 CEO 케빈 플랭크의 발언에 따른 구설수 악재도 언더아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케빈 플랭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한 미국의 자산”이라 옹호한 발언이 매스컴을 타면서 

언더아머에 대한 평판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후 언더아머 매출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북미 

시장 순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연중 세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적자의 

주요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구화 사업의 저조한 실적도 언더아머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언더아머는 의류 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구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였는데, 스테픈 커리

라는 NBA 슈퍼스타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었음에도 농구화 사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

다. 이에 대해서는 언더아머가 신발 분야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제품의 월등한 기술력을 따라잡

을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섣부르게 사업확장을 감행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더아머의 애매한 브랜드 포지션도 부진의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라는 

스포츠웨어 업계 강자들이 확고한 브랜드 포지션과 충성고객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언더아머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능성 운동복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기존 강자들이 비슷한 제품군을 잇달아 

내 놓으면서 차별적 경쟁 우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 또한 언더아머가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회와 확장: 스마트 시장  

위기 속에서도, 언더아머는 최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신속하고 변화가 요구

되는 현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자 언더아머는 ‘커넥티드 피트니스(Connected Fitness)’

라는 사명 아래 전통적 스포츠 사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 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선 언더아머는 디지털 산업 진출의 발판으로 2015년 마이피트니스팔(MyFitnessPal), 맵마이런

(MapMyRun), 엔도몬도(Endomondo)라는 3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회사를 

인수하였고, 인수비용으로 약 7억 달러를 소비하였다. 경쟁사인 아디다스가 유사한 시기에 피트니

스 애플리케이션 회사를 인수한 것과는 같은 방식의 시장진입이고, 동종업계 1위인 나이키가 직

접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과는 다른 양상의 시작이었다. 2015년 한해 언더아머의 영업이



익이 4억90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해보면 위 세 회사 인수를 위해 이익의 두 배인 약 7억 달러 이

상을 소비한 것은 회사가 디지털 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언더아머 CEO 케빈 플랭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기조연설을 맡는 등 본격적으로 디

지털 업계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케빈플랭크의 관심은 향후 IT가 더

욱 발전하면 스포츠웨어 업계도 더 이상 기존 브랜드 로고로 승부하는 진부한 전통적 방식이 아

닌, 새로운 혁신(innovation)기술을 무기로 공략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작되었다.  

언더아머의 스포츠 의류와 IT를 접목시키기 위한 첫번째 시도는 스마트 셔츠였다. 2011년 운동선

수들을 위해 셔츠에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E39를 출시하였고, 그 후 일반 대중

들 사이에서 웨어러블 제품군이 인기를 누리자 회사는 Armour39라는 제품명으로 일반인 대상 스

마트웨어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 외에도 의류산업과 IT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부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언더아머는 하드웨어를 만들기 보다는 피트니스 사용자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향으

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스마트 웨어같은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방식보다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

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 미래에 회사가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는 판단

에서였다.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으로 언더아머가 궁극적으로 얻고자하는 바는 무엇일까? 언더아머는 자사

의 디지털 전략을 “Connected Fitness”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에 언더아머의 디지털 산업에 

대한 포부가 내포되어있다. 언더아머는 2015년 IT진출을 위해 마련한 투자자 대상 행사를 두어차

례 열었는데, 그 중 첫 번째 행사인 Connected Fitness Presentation에서 언더아머는 디지털 업계

에서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밝혔다.  

 

“Our goal is becoming the daily destination dashboard, aggregating all you want to know about 

your general fitness, sleep, steps, activity level and nutrition. 

(우리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자들이 알고싶어하는 운동, 수면, 신체활동, 영양상태 관한 정보

들을 한데 모아 보여줄 수 있는 일일 알림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이미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Google이나 스포츠 업계의 부동

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Nike의 역량을 넘어서야만 달성 가능하기에 회사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언더아머는 독자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데이터를 축적하고 커뮤니티를 구축

하는 것은 하드웨어 제작만큼 힘들고 긴 과정이라는 판단아래, 고민의 해결책으로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들을 인수하기로 선택하였다. 언더아머가 인수하기 이

전 마이맵피트니스는 2,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Nike의 커뮤니티 사용자 수인 

1,800명을 가뿐히 넘어서는 수였기에 언더아머는 한차례의 인수로 단숨에 Nike가 운영하는 커뮤

니티 크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이후 언더아머는 차례로 마이피트니스팔(MyFitnessPal), 엔도몬도

(Endomondo)를 인수하며 사용자의 수를 급속히 늘렸고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다양화하였다. 엔도

몬도는 덴마크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유럽국가 등 미국이 아닌 곳에서 많이 사용된 앱이다. 실제

로 엔도몬도의 2,000만 사용자중 약 80%가량이 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가 사람들이어서, 고향인 

미국을 벗어나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고자 했던 언더아머에게 엔도몬도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

었다. 또한 마이피트니스팔의 인수를 통해 언더아머는 기존 운동 기록 기능에 영양섭취 기록기능 

추가할 수 있게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무려 8,000만명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언더아머는 총3개의 앱을 인수하면서 사용자 수가 1억 3천만명에 도달하

는 커뮤니티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몇 년간의 IT기업 인수과정을 통해 언더아머는 우수한 엔지

니어 인력을 확보하였고 기술력을 취득할 수 있었다.[Exhibit 7] 

언더아머는 인수한 세가지 어플을 통해 사용자들의 영양섭취나 운동패턴 같은 일상생활에 관련

된 정보를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들의 정보들은 언더아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언더아머 레코드(Under Armour Record)어플에 한눈에 볼수 있게 통합적으로 정리되었고, 사용자

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사용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hibit 8] 

2016년부터 언더아머는 다시 5년만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하드웨어 제품을 제작하였다. 활동

량 측정계, 체중계, 심박 가슴띠가 포함되어있는 UA Healthbox와 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를 내장한 스마트 러닝화 Gemini 2 RE(Record-Equipped)가 그 사례들이다. 이 두가지 제품들은 이

전에 출시했던 스마트셔츠 E39나 Armour39와는 다르게 언더아머 앱을 통해 제품의 활용도를 높

일 수 있다. 이는 처음 언더아머가 제시한 디지털 사업의 목표인 Connected Fitness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근 10년간 언더아머가 IT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결과는 ‘사용자수가 1억6천만명•가입자 수가 일

일 10만명인 최대 피트니스 커뮤니티’와 ‘약 450명의 인력을 보유한 Connected Fitness 부서’로 

요약된다. 이런 거대한 규모를 통해 언더아머는 사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

휘할 수 있게 되었다. 커뮤니티를 통해 언더아머는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찾는 충성고객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운동과 건강에 관심을 가진 특정 계층을 구분지어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고

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언더아머가 여러 피트

니스 IT관련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IT비즈니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대 이상의 매출

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언더아머는 사용자 수의 증가로 브랜드 인지도가 대폭 상승되



었다. 위에서 언급했든 언더아머 앱 사용자 수는 1억 6천만명에 육박하였고, 그 구성원 또한 언더

아머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집단과 일치한다. 언더아머 앱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

공한 데이터는 대략 75억건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언더아머는 주력사업인 

스포츠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의 기초자료가 된다. 이 외에도 타겟 마케팅의 용이함, 전자상거래

와의 연계, 웨어러블 디바이스와의 제휴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질문> 

1. 업계 후발주자인 언더아머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2. 언더아머의 사업과정을 Sensing/Seizing 개념을 비롯한 수업에서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 분석해 보시오. 

3. 언더아머의 조직문화와 운영상의 모습을 바탕으로 향후 언더아머

의 확장 과정의 성패를 예측해 보시오. 

 

 

 

 

 

 

 

 

 

 

 

 

 



 

[Exhibit 1] 

 

<업계 2위를 확보한 언더아머> 

 

 



[Exhibit 2] 

 

<케빈 플랭크 언더아머 CEO> 

 

[Exhibit3]

 

<스테판 커리> 



[Exhibit 4] 

 

<조던 스피스> 

 

 

<미스티 코플랜드> 

 

 

 



[Exhibit 5] 

 

 

<언더아머 인턴 채용> 

 

 

[Exhibit 6] 

 

<언더아머의 주가> 

 



 

<신발사업의 부진> 

 

 

<영업이익률 비교> 



[Exhibit 7] 

 

<헬스케어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수 추이> 

 

 

 

<헬스케어 모바일 디바이스 기기> 

 

 

 



 

 

[Exhibit 8] 

 

<언더아머 제작 애플리케이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