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초 전문 피트니스 경영학석사과정
상명대학교
FITNESS
YOGA
PILATES
BOUTIQUE
ON DEMAND FITNESS
DANCE FITNESS

피트니스 MBA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산업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피트니스
MBA
Industry 4.0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의 등장과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좀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의 욕구는 욜로(YOLO),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상명대학교는 진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과
첨단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피트니스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글로벌 최초로 피트니스 MBA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초 피트니스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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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과정
특징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는 경영대학원 내 개설된 경영학 석사학위과정입니다.
학위 과정 교육 프로그램은 피트니스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전문경영인에게 요구되는
다섯가지 필수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명감 충실한
경영인 양성

혁신
역량

혁신과 융합
경영인 양성

가치
역량

상명 피트니스 MBA 소개

SMA
FITNESS
MBA

직업
역량

이론과 실제(현장)를
겸비한 경영인 양성

소통
역량

세계와 소통하는
경영인 양성

리더
역량

세계화 문화를 이해하는
Soft Power 경영인 양성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교육 프로그램은 피트니스 산업 혁신과 선진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융합형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TOC 및 POC를 기반으로 한 5개 교육 모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TOC (Theory Oriented-Curriculum)
경영한 이론을 배경으로 피트니스 산업 혁신과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POC (Practically Oriented-Curriculum)
피트니스 산업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피트니스 MBA
모듈 기반
교육 과정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교육 과정은 5대 핵심 교육 모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학기
지정된 모듈 주제를 바탕으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되는 교과목은 이론 강의 및
프로젝트 수업, 산업 현장 탐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5개 모듈 교육과정을
5학기 동안 모두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합니다.

피트니스
산업 연구

글로벌
비즈니스

첨단기술과
비즈니스 융합 혁신

서비스 및
경영관리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05

06

상명 피트니스 MBA 홍보대사 인터뷰

인생 2막의
출발선에
서서

안녕하세요 신아람펜싱클럽 대표 신아람입니다.
얼마 전 수십 년 동안 최선을 다했던 펜싱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펜싱 지도자
이자 펜싱클럽의 대표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려 하니 기대감과 설레임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펜싱 선수로써 경기를 하는 것은 자신 있었지만 펜싱 클럽의
대표자로 또 지도자로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명대 경영대학원의 피트니스 MBA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수님과
제 고민에 대해 상담을 받고 보니 처음 접하는 클럽의 경영 등 여러가지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2020년 2학기에 상명 피트니스 MBA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제 선수 생활에서 이룬 여러 성과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좋은 감독님과 코치님들
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었듯이, 인생의 2막의 성공도 상명 피트니스 MBA 과정의
교수님, 원생들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피트니스 MBA
프로그램, 상명대학교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경험이 너무나 설레고 기대됩니다.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홍보대사 피트니스 MBA 3기

신아람

07

경력 2006~2018 펜싱국가대표, 2012 런던 올림픽 은메달, 세종시체육회 소속 펜싱선수, 신아람 펜싱 클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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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여년 간 피트니스 산업에 종사하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해 전문가다운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승호(1기)

GOTO URBAN 대표, GOTO PT 총괄이사, 앤앤에듀핏 센터장, 대한피트니스 전문가협회 이사

피트니스 분야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 MBA 과정에
도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M스피닝 Founder, M휘트니스 대표, M필라테스 대표, 대한 피트니스 전문가 협회 이사

그동안 피트니스 업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대다수

변면섭(1기)

상명 피트니스 MBA 재학생 인터뷰

였습니다. 피트니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형 비즈니스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피트니스 비즈니스를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과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유지상(1기)

PAFGYM 공동대표

피트니스 분야는 전문가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비즈니스가 좌우되고
있어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피트니스 MBA 과정에서 학습한
여러 지식이 피트니스 지식을 과학화하고 표준화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 피트니스 전문가 협회 사무총장, CKLZ 본부장

박정환(1기)

피트니스 MBA 과정에 들어온 뒤 그동안 비즈니스를 주먹구구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트니스 MBA 과정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문희정(2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조직 위원회 (Project Expert),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
위원회 (Venue General Manager), IB WORLDWIDE 스포츠 마케팅 2팀 부장, Korea Ski
Association 스노보드 분과 위원, Korea Ski Instructor Association 스노보드 코치, Korea
Ski Instructor Association 스노보드 데몬

피트니스 비즈니스는 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큼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피트니스 비즈니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단언코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라고 생각합니다.
제2대 피트니스 MBA 원우회장, 바디컨트롤 대표,
Bodycontrol Training System Founder

노석희(2기)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항상 새로운 화두를
얻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비오케이 주식회사 관리이사

전진우(2기)
피트니스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한 뒤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자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 피트니스 MBA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MBA 과정을 통해 분명 제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現 엠피아이모던필라테스 대표, 現 Modern Pilates International (호주본사 ) 이사,
現 호주 Bareun 병원 이사, Doctor of Chiropractic

김항진(3기)

다른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는 미래에 모든 산업을
꽤뚫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피트니스 산업은 굉장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가 확실합니다. 상명대학교의 피트니스 MBA 과정을 통해
미래의 피트니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싶습니다.

김국환(3기)

現 대림코퍼레이션 (커뮤니티 시설 기획 / 운영관리), 유니크굿 커뮤니티 연구소 소장
점프파트너스 주민공동시설 연구회 회장

피트니스 산업은 아직 산업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트니스
산업의 잠재된 사업 기회를 선전하고 싶어 피트니스 MBA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LG AD, 자메이카 휘트니스 교육팀, 휘트니스 투데이 마케팅, 스포츠 경영관리사 협회 사무국장

김성광(3기)
시설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피트니스 비즈니스는 이제 더이상 성장성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과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금방
도태될 것입니다. 제가 피트니스 MBA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VM 대표

신혁(3기)
피트니스 분야의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같이 하다보니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과정에 들어와
보니 피트니스는 물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어 시야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피트니스 MBA가 가진
네트워크의 힘, 이 하나만으로도 입학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춘체육관 대표, 홍춘피티 대표, 원더필라테스 대표, 아시아케틀벨 연맹 교육이사

김장춘(3기)

1기의 유지상 대표와 공동대표로 피트니스 사업을 하다 보니 유 대표가 대학원
과정을 다니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자연스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 지인을
통해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바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추천할 생각힙니다.

차주호(3기)

PAFGYM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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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피트니스시장을
선도할 인재들을
모십니다!

김기태

경영대학원 원장

상명 피트니스 MBA(SMU FITNESS MBA)는 글로벌 피트니스시장을 선도할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최초의
피트니스 전문 MBA과정입니다.
글로벌 피트니스시장은 다양한 4차산업의 ICT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관련 파생 서비스들을 공격적으로 출시하고
혁신형 거대 기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트니스산업의 변화로 인해 피트니스산업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한 경영관리 전문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명 피트니스 MBA 교수진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피트니스시장의 변화 추이와 동일하게 국내 피트니스시장도
기업화 및 전문 영역별 서비스 세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 변화에 따른 전문 교육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은 혁신형 피트니스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최초로 피트니스 경영석사 과정인 ‘상명 피트니스 MBA’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MBA 과정은 피트니스산업의 임원급 전문 인력들과 다른 산업들에서 피트니스산업과 연동한 융복합 신산업을
선도할 인력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ICT 기술, 피트니스산업 및 경영관리 전반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4차산업시대에 고도화되고 있는 피트니스산업에서
요구하는 융복합교육과 전문적 경영관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피트니스의 기업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전반의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ICT
융합 기술들을 통해 실무적 관점의 지식 및 응용력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트니스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임원급 학생들과 피트니스산업의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 기회들을 탐색하고 실전 적용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명 피트니스 MBA(SMU FITNESS MBA) 과정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피트니스산업의 혁신적 경영관리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명 피트니스
MBA 분야별
교수진

유진호

주임교수 | 공학 박사
jhyoo@smu.ac.kr

주요경력 상
 명대 LINC+ 사업단장,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지식경영학회 부회장, 前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담당과목 •피트니스와 경영정보(MIS)
•피트니스 빅데이터 개론

최경근

교수 | 스포츠마케팅 박사
spotory@smu.ac.kr

주요경력 상
 명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이사,

김성재

주요경력 상명대 경영대학원 교수, 前 건국대 ICT 융합공학부 교수

한국뉴스포츠협회 상임이사,
前 2018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EGM

교수 | 의생명공학 박사
sjkim2018@smu.ac.kr

前 동국대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부센터장
담당과목 •피트니스 정책과 법제

담당과목 •피트니스 경영전략 •피트니스 산업의 이해

•피트니스 ICT 융복합 특강

•글로벌 피트니스 시장연구

조일형

교수 | 경영학 박사(회계)
joeih@smu.ac.kr

주요경력 상
 명대 경영대학원 교수, 前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前 비투스 이사
담당과목 •피트니스 회계관리
•피트니스 고객서비스 혁신론

공인복

교수 | 공학 박사
kib@smu.ac.kr

주요경력 상
 명대 경영대학원 교수, 前 특허청 심사 및 소송수행관,
前 한화그룹 비서실 신사업기획팀장, 前 KIST 연구원
담당과목 •피트니스 창업론 •피트니스 장비개발과 특허

교수 | 정보미디어 전략 석사
jinkim@smu.ac.k

주요경력 상
 명대 경영대학원 교수, 前 Micro Focus Korea 부장,
前 삼정 KPMG 차장
담당과목 •피트니스 빅데이터와 플랫폼 설계/구축/실습
•피트니스 빅데이터 시각화와 시뮬레이션

최정용

교수 | 공학 박사
jychoi@smu.ac.kr

주요경력 상
 명대 경영대학원 교수, 前 리딩 투자증권 고유자산
운영팀 팀장, 前 에셋디자인 투자자문 대표이사
담당과목 •신산업비즈니스 모델링 •피트니스와 금융관리
•기관투자유치와 해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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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벤처창업과 특허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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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상명 피트니스 MBA 모집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수업 방식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성적을

현재 피트니스 MBA의 수업은 매주 금요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교과과정 개편을

평가기준은 피트니스 기업의 경영자

통해 평일과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는

또는 운영자로서의 경력과 업무역량

혼합과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글로벌 피트니스 리더로서의

또한, 해외 선진 피트니스 산업과 시장을

자질과 비젼 등을 정량 또는

견학하는 Field Trip(3학점)도 준비 중입니다.

정성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향후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평가합니다.

과정의 개설도 예정이며, 마이크로 MBA 학위 및
모듈형 학기제도 추진 예정입니다.

Admission
모집인원

지원자격

상명 피트니스 MBA(연 2회)

•피트니스 기업 CEO 및 임원

- 전기: 매년 11~12월 중(00명)

•피트니스 관련 경력자(5년 이상)

- 후기: 매년 5~6월 중(00명)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관련 센터 운영자
•기타 피트니스 전문 경영자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학점

학위

원우회

논문작성 과정을 선택할 경우,

상명 피트니스 MBA의

상명 피트니스 MBA는 국내 최고의

4학기 24학점 이수와 졸업논문의

모든 이수과정을 마치고

피트니스 기업과 센터의 경영자 및

평가를 통해 졸업이 가능하며,

졸업 시 경영학 석사

운영자로 구성되었으며, 재학생 대부분이

논문 대체 과목이수를

학위가 수여됩니다.

국내 최고의 피트니스 전문가입니다.

선택할 경우, 5학기 36학점의

상명 피트니스 MBA의 원우회는

교과목 이수를 통해 졸업이

대학원 생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든든한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전형방법

문의처

❶ 입학원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상명 피트니스 MBA 담당자

❷ 작성한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
❸ 서류심사

Tel. 02-2287-5210, E-mail. smu_business@smu.ac.kr
https://www.smu.ac.kr/mft/department/info6.do
facebook.com/smufitness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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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구술면접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대학본부 J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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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 피트니스 MBA
교육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상명 피트니스 MBA 활동 사진

비대면 스포츠시장 융합인력 양성 및 사업전환 재설계 지원사업 출범식

글로벌 피트니스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의 주역 ‘상명 피트니스 MBA’

피트니스 온디멘드 컨텐츠 확산 프로그램

피트니스 CEO 포럼 기조연설

피트니스 MBA 교육 프로그램 내용

피트니스 MBA 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

피트니스 혁신 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피트니스 MBA 비대면 웹 세미나 프로그램

피트니스 MBA 교육 프로그램 스케치

피트니스 MBA 교육 프로그램 스케치

피트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빅데이터, 컨텐츠, ICT, AI, On Demand를 만나다!

피트니스 현장 체험 연구 프로그램

피트니스 MBA 프로젝트 워크숍 프로그램 스케치

피트니스 MBA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FITT 인사이드 기조강연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과 피트니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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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실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글로벌 최초 전문 피트니스 경영학석사과정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