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이념 ┃ 비전 
Our Management Philosophy ┃ Corporate Vision 

 

경영이념 

■경영의 기본 이념 

고객 만족의 크기가 우리의 존재 가치의 크기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그 

크기와 미래를 창출한다. 

■경영의 목적 
<고객에 대한 기업의 헌신> 
・항상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람과 기술의융합을 통해 품질과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사원에 대한 헌신> 
・사원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최대의 자산이며,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 실적과 능력에 의해 적정한 보상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에 대한 헌신> 
・그룹의 성장에 의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기업 비전 
스포츠가 지닌 힘을 믿고, 스포츠의 힘을 최대한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문화를 
구축한다. 
 
 

사업의 원점 
Dreams Become Reality 



사업 의 원점 
「꿈 만들기・사람 만들기・마을 만들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집약시키는 힘이 스포츠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의 중심에 스포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J리그는 25년 전에 100년 구상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각지에 J리그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이 우리 마을에 풍요로운 스포츠 문화를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게 유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포츠로 일본을 건강하게」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사명 
스포츠를 축으로 한 SDGs / ESG연습 

스포츠를 ESG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정비에 임합니다. 

ESG Sports 투자 

Environment（환경） 

・안전, 안심, 환경 대한 배려 
・재활용이 가능한 인공잔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천연 잔디 
・CO2 배출의 삭감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 등 

Social（사회） 

・지역사회에의 공헌 
・다음 세대를 향한 꿈 만들기 
・경력 발전 
・일, 생활, 균형 
・근무 환경에 대한 배려 



Governance 

・법령 준수 
・적극적인 정보 공개 
・괴롭힘의 해소 
・부패 방지 

 
ESG의 상태를 고려하여 스포츠 기업(스포츠 시장)을 투자대상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기업 메시지 

Corporate message 

현대에 태어나고 자라며 살아가는 사명으로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좋은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당사는 스포츠 정책 기업으로서 경제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욕심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는 『큰 탐욕』을 
바탕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것」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은 비즈니스와 인간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욕심을 이기심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이타주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당사의 행동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타주의 정신”이란, 스포츠맨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계에서 자란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계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사회와 공유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이익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내일의 일본을 빛내고 활력을 불어넣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노구치 마사카츠 Noguchi Masakatsu 

대표 이사 파운더 

1977년 6월 17일 사가현 출생. 와세다 대학 대학원 졸업. 

Rita Japan은 스포츠계의 가치를 정량화하는 것을 테마로 스포츠 정책 전문 기업으로서 

201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CSV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단체, 기업 등 



고객의 세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과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개요（会社概要） 

Company Profile 

HEAD OFFICE／사업본부 
회사명  리타 재팬 주식회사（RITA JAPAN inc.）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다이몬 1-3-11 YSK 빌딩 7층 

설립 연월일 2011년 4월 21일 

자본금  15,000,000엔 

사업 내용 스포츠 정책 

・스포츠를 축으로 한 SDGs / ESG의 기획, 입안, 실천 

・스포츠를 축으로 한 CSV/CSR의 기획, 입안, 실천、 

・스포츠 베네핏의 기획, 입안, 실천 

・스톡형 스포츠 비즈니스의 기획, 입안, 실천 

・스포츠 단체, 스포츠 기업, 지방 자치체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정책 지원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솔루션에 특화한 광고 전략, 판매촉진 지원 

・스포츠, 건강에 관한 기업의 프로모션, 연수, 영업 지원 

・스포츠, 건강, 지역 활성 이벤트의 기획, 운영 

・영상, 그래픽 디자인, Web 기획 제작 업무 

・각종 광고·출판·편집 기획 업무 

스포츠 헬스 솔루션 

・스포츠 시설의 기획, 운영 

・스포츠 관련상재의 기획, 판매 

・환경에 배려한 인공잔디의 연구·개발·판매 

・환경에 배려한 천연 잔디의 연구, 개발, 판매 

・하이브리드 환경 잔디의 연구, 개발, 판매 

BRANCH ／지사 
사가 지사:연수 센터・RET ® 전시장 

사가현 기시마군 오마치초 후쿠모 214 리타 재팬 빌딩 

후쿠오카 지사:RET® 사업 센터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유타카 2-3-80 그란샤리오 풍 



GROUP CAMPANY ／관련 회사 
SINGAPORE / FIT-SPIRATIONAL PTE.LTD 

18 Robinson Road #20-02, 18 Robinson, Singapore 048547 Aoyama Sogo Accounting Office 

Singapore 

Pte. Ltd. 

G Y M 
Valley Point 

Valley Point Shopping Centre 491 River Valley Road, #02-02 River Valley, Central 

Singapore 

Tiong Bahru Plaza 

302 Tiong Bahru Road #01-128/129 Tiong Bahru Plaza Tiong Bahru Plaza, South W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