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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경영학개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경영학개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관리활동과 경영관련 이슈를 다루는 과목으로 본 교과목을 통해 경영활동의 기본

적 개념과 분류 및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의 경영 및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

출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목표는 

첫째,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경영 활동의 기본적 이론과 모형들을 이해한다.

둘째, 기업경영 사례학습을 통해 경영 전략에도 적용하여 경영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한다. 

셋째, 기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실무 관리능력 함양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경영학개론/ 한롤출판사/ 김기홍 외 2명 / 2019

경영학의 이해 / 생능출판사 / William G. Nickels, James M. McHugh 외 1명 저| 권구혁 역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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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2. 강의목표

-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과제제출 및 평

가 항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

3. 강의 세부내용

- 강의개요 설명과 경영학의 기초지식인 

경영학의 역사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한

국의 역사에 대하여 학습하고    경영학이

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장 경영의 기초

  1. 경영학의 역사

    1)독일

    2)프랑스

    3)미국

    4)한국

p5~10

- 강의계획서

·주별계획서

·조별발표그룹구성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경영학은 어떤 학문인가?

2. 강의목표

- 경영학의 학문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학문적 성격과 경영학의 연구대상에 대하

여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경영학의 논리적 발전과정과 사회과학으

로서의 경영학의 학문적 의의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장 경영학의 기초

  2.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1)이론성과 실천성

    2)과학성과 기술성 

  3. 경영학의 연구대상

    1)경영학의 연구대상

    2)경영학의 유용성

    3)경영학의 지도원리

p10~23

- 조별 발표 주제 정하기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기업의 이해

2. 강의목표

- 기업 경영환경과 경영인에 대해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기능, 기업의 형태 기업의 지배

구조의 정의와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2장 기업의 이해

  1. 기업의 개념

   1)기업의 기능

   2)기업의 형태

  2. 기업의 지배구조

   1)기업지배구조의 의의

   2)기업지배구조의 원칙

p27~3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1. 강의주제 경영학의 이해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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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윤리경영

2. 강의목표

- 기업과 윤리경영 담론의 대두 배경에 대해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윤리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업들의 윤리경영 사례를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 

  1. 윤리는 합법성보다 더 중

요하다

   1)윤리규범은 근본적인 것

이다

   2)윤리는 우리 개개인으로

부터 시작된다.

  2.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 관리하기

   1)기업 윤리규범 세우기

  p124-135

2

1. 강의주제

- 기업의 윤리경영

2. 강의목표

- 기업의 윤리경영의 필요성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윤리경영의 필요성이제시된 배경

에 대하여 학습하고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하여 기업들의 윤리경영 사례를 살펴

보고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의 이해

제4장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1)고객에 대한 책임

   2)투자자들에 대한 책임

   3)종업원들에 대한 책임

   4)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5)사회적 감사

p136-1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기업의 윤리경영

2. 강의목표

- 기업의 윤리철학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윤리철학에 대하여 기업들의 사

례를 살펴본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의 이해

제4장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

  4. 국제 윤리와 사회적 책임

p145-15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기업론

2. 강의목표

- 기업이란 무엇이며 기업의 창업에 대하

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창업의 의의와 방법, 기업의 생명주

기,규모 성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2장 기업의 이해

  3. 기업의 창업

   1)기업창업의 의의와 방법

   2)기업조직의 생명주기

   3)기업의 규모

   4)기업의 성장

   5)기업의 집중

p36~4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기업론

2. 강의목표

- 벤처기업, 기업의 도산과 파산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경영학개론

제2장 기업의 이해

  4. 벤처기업

   1)벤처기업의 개념과 특성

   2)벤처기업 발전의 환경요

소

   3)벤처캐피탈

p42~4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3

1. 강의주제

- 기업론

2. 강의목표

- 기업환경에서 경영자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창업 및 기업의 도산과 파산 과

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2장 기업의 이해

  5. 기업의 도산과 파산

   1)기업의 실패

   2)기업파산의 원인

p47~5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4 1

1. 강의주제

- 경영환경과 경영자

2. 강의목표

경영학개론

제3장 경영환경과 경영자

  1. 기업환경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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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환경과 경영인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경영환경에 대해 거시적관점으로 살펴보고 경

영자의 환경인 경영자의 의의, 역할, 자질에 대하

여 학습한다.

· 수업방법 : 수업강의/ 토론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기업환경의 의의

   2)직접적 환경

   3)간접적 환경

   4)기업환경의 유형

  2. 경영자

   1)경영자의 의의

   2)경영자의 역할

   3)경영자의 자질

p55~66

2

1. 강의주제

-경영환경과 경영자

2. 강의목표

- 소유와 경영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환경과 소유경영에 대하여 소유와 

경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3장 경영환경과 경영자

  3. 소유와 경영

   1)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장

접

   2)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단

점

p67~7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경영환경과 경영자

2. 강의목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경영환경에 대해 거시적관점으로 살펴보

고 사회적 책임의 대두, 의의, 공유가치창출

과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에 대하여 토론하

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3장 경영환경과 경영자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1)사회적 책임의 대두

   2)사회적 책임의 의의

   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

유가치창출

   4)사회적 책임에 관한 찬반

론

p74~8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경영계획

2. 강의목표

- 경영전략

3. 강의 세부내용

- 경영관리의 기본구성요인들을 살펴보고 

관련 이론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경영학개론

제4장 경영계획

  1. 경영전략

   1)경영전략의 중용성과 의

의

   2)경영전략의 내용

   3)경영전략의 과정

   4)경영전략의 효과

p87~9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기업경영사례연구보고서 작성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작성

한다)

2

1. 강의주제

- 경영계획

2. 강의목표

- 목표에 의한 관리

3. 강의 세부내용

- 경영계획에서 요구되는 목표에 의한 관

리의 목표관리의 의의, 목표관리의 성격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4장 경영계획

  2 목표에 의한 관리

   1)목표관리의 의의

   2)목표관리의 성격

p94~9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경영계획

2. 강의목표

- 전략, 목표에 의한 관리 사례

3. 강의 세부내용

- 경영계획의 관리중 구성요소와 목표관리

의 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4장 경영계획

  2. 목표에 의한 관리

   1)목표관리의 구성요소

   2)목표관리의 과정

p96~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6 1

1. 강의주제

- 관리와 리더십

2. 강의목표

- 진화하는 경영자의 역할과 관리의 4가지 

기능을 이해하고 경영계획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경영환경에서 진화하는 경영자의 역할과 

경영학의 이해

제7장 관리와 리더십

  1. 진화하는 경영자의 역할

  2. 관리의 네 가지 기능

  3. 계획과 의사결정

   1)의사결정: 최선의 의사결

정을 찾아서

p224-23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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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4가지 기능인 관리, 계획, 조직화, 

통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경영자의 의사결

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강의주제

- 조직화: 통합된 체계의 창출

2. 강의목표

-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3. 강의 세부내용

- 관리층에게 요구되는 업무와 기술과적합

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의 이해

제7장 관리와 리더십

  4. 조직화: 통합된 체계의 창

출(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1)각 관리층에게 요구되는 

업무와 기술

   2)인사 배치: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5. 지휘: 지속적인 비전과 가

치의 주입

   1)리더십의 유형

   2)종업원 권한 확대

   3)지식 관리

p234-24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정보기술과 의사결정

2. 강의목표

- 관리 동제 기능 

3. 강의 세부내용

- 의사결정이론, 경영환경, 불확실성, 이익

계획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의 이해

제7장 관리와 리더십

  6. 통제: 효과의 확인

   1)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참: 

고객 만족

  p242-2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경영조직

2. 강의목표

- 경영조직의 개념, 정의, 형태, 요소, 경영

의 조직화, 경영조직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수행

하는 경영조직의 개념, 정의, 형태, 조직화

에 대하여 학습하고 경영조직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론하며, 경영조직의 기본형태와 

특수형태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5장 경영조직

  1. 경영조직의 개념

   1)경영조직의 정의

   2)경영조직의 형태

   3)경영조직의 요소

   4)경영의 조직화

   5)경영조직의 중요성

  2. 경영조직의 형태

   1)기본형태

   2)특수형태

p100~11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경영지휘

2. 강의목표

- 동기부여와 성과, 리더십에 대해 살펴본

다.

3. 강의 세부내용

- 경영지휘에서 동기부여의 성과, 개념, 방

법에 대해 학습하고 리더와 리더십, 리더의 

요건 리더의 행동돠 덕목에 대하여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6장 경영지휘

  1. 동기부여와 성과

   1)동기부여의 개념

   2)동기부영의 방법

  2. 리더십

   1)리더와 리더십

   2)리더의 요건

   3)리더십의 행동 덕목

p114~12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경영통제

2. 강의목표

- 경영통제의 개념과 과정, 기법에 대해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조직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통제활동의 과정을 

거쳐 유효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함으로 

경영학개론

제7장 경영통제

  1.경영통제의 개념과 과정

   1)통제의 개념

   2)통제의 중요성

   3)통제의 요건

   4)통제와 계획과의 연관성

   5)통제의 과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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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을 산출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경영통제의 기법

   1)개요

   2)통제기법

p131~143

9

1

1. 강의주제

- 인사관리

2. 강의목표

- 인사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경영환경에 따른 인사관리의  개념, 목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현장중심의 인사관리에 대

해 학습하고 직무분석과 채용관리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8장 인사관리

  1. 인사관리의 개념과 중요

성

   1)인사관리의 개념

   2)인사관리의 목표

   3)직무중심의 인사관리

   4)현장중심의 인사관리

  2. 직무분석

   1)개요

   2)직무분석의 목적

   3)직무분석 원칙

  2. 채용관리

   1) 모집

   2) 선발

   3) 배치

  p147-16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인사관리

2. 강의목표

- 경력, 교육훈련, 인사고과, 임금관리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환경에서의 경력관리, 교육훈련의 

의미 인사고사의 공정성, 임금관리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8장 인사관리

  5. 경력관리

   1)경력관리의 개념

   2)경력개발 프로그램 설계

와 운영

  6. 교육훈련

   1)교육훈련의 의미

   2)교육훈련의 필요분석

   3)교육훈련의 종류와 형태

   4)교육훈련의 과정

  7. 인사고과

    1) 인사고과의 의의

    2) 인사고과의 종류

    3) 인사고과의 방법

    4) 인사고과의 공정성

    5) 인사고과의 활용

  8. 임금관리 

    1) 임금관리의 개념

    2) 임금수준의 관리

    3) 임금체계 설계과정

    4) 연봉제 도입의 효과와 

실태

p165-1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인사관리

2. 강의목표

- 노사관계관리, 후생복지관리, 노무관리, 

해외주재원 관리

3. 강의 세부내용

- 다변적 환경의 경영상황에서의  장기경영계획

의 노사관계관리, 능력주의 인사의 채용, 후생복

지관리시스템의 강화 등의 전략들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8장 인사관리

  9. 노사관계관리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동조합

   3) 노사협의제도

  10. 후생복지관리

    1)기업복지제도의 의의

    2)기업복지제도의 구조

    3)기업복지제도의 한계

  11. 노무관리

   1) 인적자원관리와 노무

   2) 인사노무

   3) 노무감사

   4) 산재보험

   5) 해고

   6) 임금

  12. 해외주재원 관리

   1) 해외주재원 관리 

   2) 해외주재원의 경력관리 

및 보수정책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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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주재원의 귀국관리

p185-207

10

1

1. 강의주제

-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2. 강의목표

- 글로벌 시장이 중요한 이유

3. 강의 세부내용

- 국제화 시대의 기업경영의 무역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경영학의 이해

제3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

니스

  1. 다이나믹 글로벌 시장 

  2. 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까?  

   1)비교우위론과 절대우위론  

   

p88-9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2. 강의목표

- 수입과 수출의 중요성

3. 강의 세부내용

- 국제화 시대의 기업경영의 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그로벌 시장으로 가기위

한 전략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의 이해

제3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

니스

  3. 글로벌 무역에 동참하기

   1)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

기

   2)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

기

   3)글로벌 무역의 측정

  4.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

한 전략들

p93-10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2. 강의목표

-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문화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 정치·법규 요인 경쟁 요인들과 전략방안에 

대한 사례연구를 살펴본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의 이해

제3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

니스

  5.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

   1)사회문화적 요인

   2)법⦁규제적 요인 

   3)물리적⦁환경적 요인

p102-107

주교재, 보조교재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1

1

1. 강의주제

-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미래

2. 강의목표

- 성공적인 창업가의 특징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시대상황별 

변천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의 이해

제6장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 

창업

  1. 창업가의 시대

  2. 창업의 미국 내 일자리 창

출 효과

  3. 왜 창업에 도전하는가

   1)창업에 필요한 자질

   2)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3)창업 팀

p190-19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미래

2. 강의목표

-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3. 강의 세부내용

- 현대의 기업들의 효과적 경영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의 이해

제6장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 

창업

  5. 중소기업 운영

   1)경험자 조언

   2)경험 축적

   3)성공적인 기업의 인수

p205-2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 창업

2. 강의목표

-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3. 강의 세부내용

-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학

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서업계획, 사업자금

조달, 고개파악, 종업원 관리 회게자료관리

와 외부 전문가의 도움 등 기업가 정신의 본

질적 요인들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업경영의 올바른 가치와 방향에 대해 

학슴한다. 

경영학의 이해

제6장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 

창업

  6.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1)초기 사업 계획

   2)중소기업 사업자금 조달

   3)중소기업청

   4)고객파악

   5)종업원 관리

   6)회계자료관리

   7)외부 전문가의 도움

p207-21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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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2

1

1. 강의주제

- 마케팅

2. 강의목표

- 마케팅의 개념과 중요성, 마케팅의 전략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의 중요성에서 마케팅의 개념, 중

요성, 마케팅 철학의 변천과정과 마케팅과 

관련된 주요용어, 마케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고, 마케팅 전략의 의의와 전략의 구

축유형, 전략 수립과정대해 살펴보고, 마케

팅 철믹스 믹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0장 마케팅

  1. 마케팅의 개념과 중요성

   1)마케팅의 개념

   2)마케팅의 중요성

   3)마케팅 철학의 변천과정

   4)미케팅시스템의 목표

   5)마케팅과 관련된 주요용

어

   6)마케팅의 기능

  2. 마케팅전략

   1)마케팅의 의의

   2)마케팅 전략

   3)마케팅 전략의 구축유형

   4)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

   5)마케팅 믹스

p265~27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마케팅

2. 강의목표

- 시장세분화를 살펴보고, 소비자의 행동

분석에 대하여 사례연구들을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시장세분화의 특성, 미케팅전략, 소비자 

행동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0장 마케팅

  3. 시장세분화

   1)시장세분화의 특성

   2)시장세분화의 기준

   3)표적시장의 선정과 마케

팅전략

  4. 소비자 행동분석

   1)소비자 행동의 유용

   2)소비자 구매의 영향 요인 

   3)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행

동과정

p277~28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마케팅

2. 강의목표

- 관계마케팅의 발전과정과 내부마케팅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관계마케팅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통해 

관게마케팅의 전개를 학습하고 내부마케팅

의 정의와 목적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0장 마케팅

  5. 관계마케탕

   1)관계마케팅의 개념

   2)관계마케팅의 발전과정

   3)관계유지의 동기

   5)관계마케팅의 전개

  6. 내부마케팅

   1)내부마케팅의 의의

   2)냅무마케팅의 목적

p289~2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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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서비스 경영

2. 강의목표

- 서비스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과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서비스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이

해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 배경과 특성에 

대해 학스하며, 서비스 품질관리의 의의와 

특성 그리고 품질평가 및 측정과정과 서비

스 품질관리의 기법에 대해 학습하고 경영

의 본질적 요인들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

구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경영학개론

제14장 서비스 경영

  1. 서비스 경영의 개념과 중

요성

   1)서비스의 개념

   2)서비스산업의 발전 배경

   3)서비스의 특성

  2. 서비스 품질관리

   1)서비스 품질관리의 의의

   2)서비스 품질관리의 특성

   3)서비스 품질평가 및 측정

   4)서비스 품질관리의 기법

p417-4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기업연구동향; 기업경영의 경영 계

획과정과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작성하시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작성

한다)

2

1. 강의주제

- 서비스 경영

2. 강의목표

- 서비스 전달시스템과 고객점검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과 서비스 집중화 

경영학개론

제14장 서비스 경영

  3. 서비스 전달시스템

   1)개요

   2)단계별 서비스 전달

   3)서비스 차별화 전략

   4)서비스 집중화 전략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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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대하여 학습하고 학자들의 사례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 고객점검 서비스

   1)개요

   2)내용

   3)사례

p428-438

3

1. 강의주제

- 서비스 경영

2. 강의목표

- 고객만족경영과수요공급관리, 고객참가

촉진관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서비스 경영의 거객만독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고객만족경영의 내

용을 학습하고, 수요공급관리의 수요변경전

략, 고급조정전략과 고객참가촉진관리, 철

학, 전술에 대하여 사례연구들을 통해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4장 서비스 경영

  5. 고객만족경영

   1)고객만족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2)고객만족경영의 내용

  6. 수요공급관리

   1)수요변경전략

   2공급조정전략

  7. 고객참가촉진관리

   1)고객참가촉진전략

   2)고객참가촉진전술

p440-45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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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공유가치 경영

2. 강의목표

- 지속가능 경영의 세계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의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 환경과 국내기업의 지속

가능 환경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전망

에 대하여 학습하고 학자들의 사례를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6장 공유가치 경영

  1. 지속가능 경영

   1)세계기업의 지속가능가능

성보고서

   2)국내기업의 지속가능성보

고서

   3)지속가능경영의 전망

p523-52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공유가치 경영

2. 강의목표

- 공유가치 경영의 개요, 특성, 국내⦁외 

CSV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여러 학자들의 사례를 통해 공유가치 경

영의 개요, 특성을 G 학습하고 국내⦁외 

CSV 사례에 대하여 학자들의 사례를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6장 공유가치 경영

  1. 공유가치 경영

   1)개요

   2)특성

   3)국외 CSV 사례

   4)국내 CSV 사례

p529-54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윤리 경영

2. 강의목표

- 기업문화와 기업윤리, 윤리 경영, 녹색성

장 경영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윤리 경영이 기업문화의 기업윤

리에 미차는 영향을 이해하고 기업문화의 

중요성과 기업윤리의 개념, 윤리 경영의 필

요성을 학습하고, 녹생경영의 세계 10대 녹

색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경영학개론

제17장 윤리 경영

  1. 기업문화와 기업윤리

   1)기업문화의 기업윤리

   2)기업문화의 중요성

   3)기업윤리

  2. 윤리 경영

   1)기업윤리의 개념

   2)윤리 경영의 필요성

  3. 녹색성장경영

   1)녹색경영

   2)세계 10대 녹색 기업

p543-5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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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