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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국제경영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무역과 국제투자를 포함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론적 배경, 글로벌 기업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및 글로벌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세계화 전략을 공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관리자 혹은 경영자로서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전

반적 경영 지식을 탐구한다.

해외시장은 국내시장과는 그 환경이 국가마다 다르고 동태적으로 유동적이어서 위험도가 더 높으므로 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경영활동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전문경영능력을 배양한다.

재화 및 생산요소, 그리고 기업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해외투자의 단계별 전략과 형태별 경영전략, 그리고 국제기업 또는 다국

적 기업의 국제 경영관리, 재무, 인사, 마케팅, 생산관리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세계화와 글로벌경영 / 두남 / 김희철 / 2019

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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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Orientation

2. 강의목표

  - 교과목 소개 및 개요 강의, 연구 주제부여

3. 강의 세부내용

  - 국제경영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1장 세계화의 이해

  1. 세계화의 개념과 발전단계

   1)세계화의 개념

   2)세계화의 발전단계

  p15~21

- 강의계획서

·주별계획서

·조별발표그룹구성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세계화의 이해

2. 강의목표

  - 세계화의 개념과 유형, 편익 등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세계화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1장 세계화의 이해

  2. 세계화의 유형과 편익

   1)시장의 세계화

   2)생산의 세계화

  3. 세계화의 촉진요인과 제약요

인

   1)세계화의 촉진요인

   2)세계화의 제약요인

   p22~29

- 조별 발표 주제 정하기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동영상:반세계화운동 

- PPT자료

3

1. 강의주제

  - 세계화의 이해

2. 강의목표

  - 세계화와 현지화의 조화에 대해 살펴본

다.

3. 강의 세부내용

  - 세계화와 현지화의 조화의 배경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1장 세계화의 이해

  4. 세계화와 현지화의 조화

   1)현지화의 개념

   2)현지화의 필요성

   3)현지화의 발전단계

   4)세계화와 현지화의 균형

p29~3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2 

주
1

1. 강의주제

  -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영

2. 강의목표

  - 기업의 세계화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2장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

영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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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기업의 세계화

   1)기업의 세계화 개념

   2)기업의 세계화 동기

   3)기업의 세계화 단계

   4)기업의 세계화 추세

p34~41

2

1. 강의주제

  -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영

2. 강의목표

  -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변화를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2장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

영

  2. 국제기업의 발전단계와 유형

   1)수출기업

   2)다국적기업

   3)다지역기업

   4)글로벌 기업

  p42~5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영

2. 강의목표

  - 글로벌경영의 변화를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경영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2장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경

영

  3. 글로벌경영

   1)경영의 정의

   2)글로벌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3)글로벌경영의 이점과 단점

   4)글로벌경영의 실천형태

   5)글로벌 경영관리의 유형

p51~6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3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영이론

2. 강의목표

  - 무역이론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무역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3장　글로벌 경영이론 

  1. 무역이론 

   1)고전적 무역이론

   2)근대적 무역이론

   3)현대적 무역이론

   p66~7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영이론

2. 강의목표

  - 해외직접투자이론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3장　글로벌 경영이론 

  2. 해외직접투자이론 

   1)해외직접투자이론의 요건

   2)주요 해외직접투자이론

   p76~8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3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영이론

2. 강의목표

  - 해외직접투자이론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해외직접투자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1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의 

개관

제3장　글로벌 경영이론 

  2. 해외직접투자이론

   1)해외직접투자이론들의 설명

능력 비교 및 한계 

  p87~9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4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제환경

2. 강의목표

  - 경제적 환경과 글로벌경영 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국가간 무역장벽 제거가 세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FTA사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 토의한다.

· 수업방법 : 수업강의/ 토론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4장 글로벌 경제환경 

  1. 경제적 환경과 글로벌경영 

  2. 현지국의 경제적 환경

   1)경제체제

   2)거시경제 관련 요인

   3)시장규모 관련 요인

  p93~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제환경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4장 글로벌 경제환경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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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국제무역환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국제무역환경에 대하여  학습한다.

· 수업방법 : 수업강의/ 토론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국제무역환경

   1)국제무역환경의 특성

   2)WTO체제

   3)신보호무역주의

   4)경제통합

   5)신국제무역규범

p99~117  

3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제환경

2. 강의목표

  - 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정치적 위험의 유형과 정치적 위험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정치

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4장 글로벌 경제환경 

  4. 국제금융환경

   1)환율

   2)외환시장

   3)국제통화제도

   4)국제금융시장

  5. 국제경제기구 

   1)UNCTAD

   2)OECD

   3)IMF

   4)IBRD

p117~13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5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문화환경 

2. 강의목표

  - 문화적 환경과 글로벌경영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문화적 환경과 글로벌경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 여러 학자들의 사례

연구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5장　글로벌 문화환경 

  1. 문화적 환경과 글로벌경영 

  2. 문화적 환경의 성격

   1)문화의 개념

   2)문화적 환경의 구성요소와 

영향 

p133~14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글로벌 기업의 경영 성공 사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서

술하시오)

2

1. 강의주제

  - 글로벌 문화환경 

2. 강의목표

  - 문화적 환경의 분석에 대하여 살펴본

다.

3. 강의 세부내용

  - 극로벌 문화적 환경의 분석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5장　글로벌 문화환경 

  3. 문화적 환경의 분석

   1)문화적 환경의 부분적 분석

   2)문화적 환경의 종합적 분석 

p148~15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글로벌 문화환경 

2. 강의목표

  - 문화적 환경의 관리에 대하여 살펴본

다.

3. 강의 세부내용

  - 분화환경의 배경과 문화적 환경의 관리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5장　글로벌 문화환경 

  4. 문화적 환경의 관리

   1)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의 적

용

   2)문화적 환경의 관리전략 

p156~16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6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정치환경

2. 강의목표

  - 정치적 환경과 글로벌경영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정치적 환경과 정치적 위험의 성격, 글

로벌경영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6장　글로벌 정치환경

  1. 정치적 환경과 글로벌경영 

  2. 정치적 위험의 성격 

   1)정치적 위험의 개념

   2)정치적 위험의 유형

   3)정치적 위험의 원천

p166~17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글로벌 정치환경

2. 강의목표

  - 정치적 위험의 영향과 평가방법를 살펴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6장　글로벌 정치환경 

  3. 정치적 위험의 영향과 평가

방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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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정치적 위험의 영향과 분석, 평가방법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정치적 위험의 영향

   2)정치적 위험의 평가절차

   3)청치적 위험의 평가방법

p174~181

3

1. 강의주제

  - 글로벌 정치환경

2. 강의목표

  - 정치적 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살펴본

다.

3. 강의 세부내용

  - 정치적 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2 글로벌 경영환경

제6장　글로벌 정치환경 

  4. 정치적 위험의 관리

   1)정치적 위험의 예측과 관리

절차

   2)정치적 위험의 관리전략 

p181-19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제 7 

주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제 8 

주

1

1. 강의주제

  - 해외시장 진입전략

2. 강의목표

  - 해외시장 진입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해외시장의 선택과해외시장 진입의 평

가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8장　해외시장 진입전략 

  1. 해외시장의 선택 

   1)판매시장 및 생산기지의 선

택

   2)경쟁자와 경쟁범위의 결정

   3)글로벌시장 확대전략의 수립

  2. 해외시장 진입의 평가

   1)해외시장 진입의 평가과정

   2)해외진입시장 선정의 영향요

인 

p217-2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해외시장 진입전략

2. 강의목표

  - 해외시장 진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해외시장 진입 시기와 방법, 규모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8장　해외시장 진입전략 

  3. 해외시장 진입 시기와 규모

   1)해외시장의 진입시기

   2)해외시장의 진입규모

  4. 해외시장 진입방법의 유형

   1)수출방식

   2)국제계약방식

   3)해외직접투자방식 

p221-2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해외시장 진입전략

2. 강의목표

  - 해외시장 진입방법의 선택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기업의 정의와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동기,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 과

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조별 발표의 방법으

로 토의하고 연구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8장　해외시장 진입전략 

  5. 해외시장 진입방법의 선택

   1)해외시장 진입방법 결정의 

영향요인

   2)해외시장 진입방법의 선택모

형 

p263-26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9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영전략 

2. 강의목표

  - 글로벌 경영전략의 성격과 수립절차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경영전략의 성격과 수립절차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9장　글로벌 경영전략 

  1. 글로벌 경영전략의 성격과 

수립절차

   1)경영전략의 성격

   2)글로벌 경영전략의 성격

   3)글로벌 경영전략의 수립절차 

p270-27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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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영전략 

2. 강의목표

  - 글로벌경쟁전략의 전개들을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경쟁전략의 전개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글로벌 경영전략 

  2. 글로벌경쟁전략의 전개

   1)기업의 세계화와 경쟁전략

   2)글로벌 경쟁우위의 구축

p279-289

3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영전략 

2. 강의목표

  - 글로벌 기업 해외 직접 투자의 이론적 

분석에 대해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다양한 해외 적접투자이론 중 독점적 

우위이론, 절충이론, 과점적 경쟁이론의 개

념 및 사례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9장　글로벌 경영전략 

  3. 글로벌 전략적 제휴

   1)글로벌 전략적 제휴의형성

   2)글로벌 전략적 제휴의성격

   3)글로벌 전략적 제휴의분류 

   4)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성공

조건

p289-29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생산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생산관리의 성격 에 대하여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생산관리의 성격과 생산입지의 

선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0장　글로벌 생산관리 

  1. 글로벌 생산관리의 성격 

  2. 글로벌 생산입지의 선정 

   1)글로벌 생산입지 선정의 중

요성

   2)글로벌 생산입지의 선정과정

p299-30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글로벌 생산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소오싱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소오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0장　글로벌 생산관리 

  3. 글로벌 소오싱 

   1)글로벌 소오싱의 성격

   2)글로벌 소오싱과 적시조달시

스템

   3)글로벌 소오싱전략의 과제

p303-3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3

1. 강의주제

  - 글로벌 생산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로지스틱스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생산입지 결정, 생산의 규모와 범위, 글

로벌 소싱의 활용, 글로벌 물류관리 등의 

방안에 대하여 사례를 활용하여 토의하고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0장　글로벌 생산관리 

  4. 글로벌 로지스틱스

   1)글로벌 로지스틱스의 개념과 

기능 

   2)글로벌 로지스틱스의 관리시

스템

p308-31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마케팅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마케팅의 성격에 대하여 사례를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마케팅의 성격과 조사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1장　글로벌 마케팅관리 

  1. 글로벌마케팅의 성격 

  2. 글로벌 마케팅조사 

   1)글로벌 마케팅조사의 개념

   2)글로벌 마케팅조사의 내요

   3)글로벌 마케팅조사의 절차

p311-31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글로벌 마케팅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SPT의 결정 에 대하여 살펴본

다.

3. 강의 세부내용

  - 4P의 구성요소별로 표준화와 현지화의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1장　글로벌 마케팅관리 

  3. 글로벌 SPT의 결정

   1)글로벌 시장세분화

   2)글로벌 표적시장의 선정

   3)글로벌 시장포지셔닝 

p316-3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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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을 사례 발표를 활용하여 토의하고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글로벌 마케팅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마케팅전략의 전개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다양한 해외 적접투자이론 중 독점적 

우위이론, 절충이론, 과점적 경쟁이론의 개

념 및 사례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1장　글로벌 마케팅관리 

  4. 글로벌 마케팅전략의 전개

   1)글로벌 마케팅전략의 표준화

와 차별화

   2)글로벌 마케팅믹스전략 

p321-33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재무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재무관리의 성격 에 대하여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자금조달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2장　글로벌 재무관리 

  1. 글로벌 재무관리의 성격 

  2. 글로벌 자금조달

   1)글로벌 자금조달활동

   2)글로벌 자본조달원천의 선택

   3)글로벌 자본조달의 유형

p333-33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글로벌 재무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재무위험의 관리 에 대하여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재무위험의 관리 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2장　글로벌 재무관리 

  3. 글로벌 재무위험의 관리 

   1)환위험관리

   2)인플레이션관리

   3)국제조세위험관리

p337-3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글로벌 재무관리

2. 강의목표

  - 환위험 관리와 국제재무관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환위험의 종류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사

례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글로벌 기업이 이

익 극대화를 위하여 최소비용으로 운영자

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

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2장　글로벌 재무관리 

  4. 글로벌 자금운용 

   1)글로벌 자금운용의 성격

   2)글로벌 운전자본관리

p350-35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인사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경영조직의 성격 요인들에 대하

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인사관리의 성격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3장　글로벌 인사관리 

  1. 글로벌 인사관리의 성격 

   1)글로벌경영과 인적자원

   2)글로벌 인사관리의 개념과 

특성

   3)글로벌 인사관리의 내용

   4)글로벌기업의 인사관리정책 

방향

p353-35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글로벌 인사관리

2. 강의목표

  - 글로벌 경영인력의 선발과정과 대안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경영인력의 선발과정과 대안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3장　글로벌 인사관리 

  2. 글로벌 경영인력의 선발과정

과 대안 

   1)글로벌 경영인력의 선발과정

   2)글로벌 경영인력 선발의 영

향요인

   3)글로벌 경영인력의 선발대안

   4)글로벌 경영인력의 선발방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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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p358-364

3

1. 강의주제

  - 글로벌 인사관리

2. 강의목표

  - 해외 파견인력의 인사관리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해외 파견인력의 인사관리와  현지 채

용인력의 경영조직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3장　글로벌 인사관리 

  3. 해외 파견인력의 인사관리 

   1)해외 파견인력의 선발기준

   2)해외 파견인력의 교육훈련

   3)해외 파견인력에의 권한위양

   4)해외 파견인력의 성과평가

   5)해외 파견인력의 보수관리

   6)해외 파견인력의 귀국관리

  4. 현지 채용인력의 인사관리

   1)현지 채용인력의 선발기준

   2)현지 채용인력의 교육훈련

   3)현지 채용인력에의 권한위양

   4)현지 채용인력의 성과평가

   5)현지 채용인력의 보수관리

    

p364-37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 

글로벌 마케팅 성공 사례에 대

하여 조사(서론, 본론, 결론 형

식으로 서술하시오)

제 14 

주

1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영조직

2. 강의목표

  - 글로벌 경영조직의 발전과정과 유형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경영조직의 발전과정과 유형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3 글로벌경영의 실천

제14장　글로벌 경영조직 

  1. 글로벌 경영조직의 발전과정

과 유형 

   1)수출부 조직

   2)국제사업부 조직

   3)글로벌 조직

p378-38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영조직

2. 강의목표

  - 글로벌 경영조직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글로벌 경영조직의 결정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4장　글로벌 경영조직 

  2. 글로벌 경영조직의 결정 

   1)글로벌 경영조직의 결정요인

   2)글로벌 경영조직형태의 변화

p386-38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글로벌 경영조직

2. 강의목표

  - 윤리경영과 지속가능 경영에 대하여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적 이익극대화를 위한 윤리

경영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4장　글로벌 경영조직 

  3. 글로벌 네트워크조직의 구축 

   1)글로벌조직의 경쟁우위 원천

   2)글로벌 네트워크조직의 전개

   3)글로벌 네트워크조직의 특징

p389-3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제 15 

주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