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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리더십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리더십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적합한 리더십 개념과 이론을 학습한다.

2. 주요 성격 이론과 리더십의 관계를 학습한다.

3. 조직 내 리더십의 실체를 이해하고 윤리적 리더와 비윤리적 리더를 구별하는 법을 학습한다.

4. 리더로서 내적보상과 외적보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

5. 효과적 경청의 주요 요소와 중요성을 학습한다.

6. 팀 발전 단계를 이해하고 생산적인 팀 규범 구축과 응집력 촉진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7.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의 본질과 차이를 학습한다.

8. 리더의 전략 구축과 실행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9. 조직 가치와 성과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 창출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10.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 확대와 조직혁신 방안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리더십(이론과 실무)/ 한경사/ 정진철 외 1명/2017

성적평가방법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 

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

서

기타

30 30 10 0 0 0 10 0 0 0 20 0 0 0 0 0 0 0 100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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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기초

2. 강의목표

  - 리더십의 개념적 본질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 조

직 및 리더와 관련된 여섯 가지 변화 

흐름과 리더십의 주요 패러다임을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부 리더십의 기초

   1장 리더십의 개념적 본질

     1) 리더의 필요성

     2)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리더의 당면 과제

p19~2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기초

2. 강의목표

  - 리더십의 개념적 본질

3. 강의 세부내용

  - 전통적 관리와 현대적 리더십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고 리더십의 세부 구성

요소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부 리더십의 기초

   1장 리더십의 개념적 본질

     3) 관리와 리더십의 구별

p29~3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기초

2. 강의목표

  - 리더십의 개념적 본질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 이론의 역사적 변천과 최근 리

더십의 실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1부 리더십의 기초

   1장 리더십의 개념적 본질

     4) 리더십 이론의 진화

     5) 리더십의 개발

     6) 예술과 과학 차원의 

리더십 함양

p34~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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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1. 강의주제

  - 리더십 연구 관점

2. 강의목표

  - 리더십 이론의 변화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강점을 형성

하는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유능한 

리더의 성격과 특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부 리더십 연구 관점

   2장 리더십 이론의 변화 

     1) 특성 접근법

     2) 강점의 발견

p52~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리더십 연구 관점

2. 강의목표

  - 리더십 이론의 변화

3. 강의 세부내용

  - 전제적 리더와 민주적 리더, 인간중심 

리더, 과업중심 리더의 차이를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부 리더십 연구 관점

   2장 리더십 이론의 변화 

     3) 행동 접근법

p61~6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리더십 연구 관점

2. 강의목표

  - 리더십 이론의 변화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와 추종자 관계를 이해하는데 개인

화 리더십 이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 창업가 리더십의 주요 

특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부 리더십 연구 관점

   2장 리더십 이론의 변화 

     4) 개별화 리더십 이론

     5) 창업가 리더십

p69~7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리더십 연구 관점

2. 강의목표

  - 상황적합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이 구성원이나 상황에 어떻게 연

동되어 설명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피

들러의 상황적합 리더십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2부 리더십 연구 관점

   3장 상황적합 리더십

     1) 상황적합 접근법

     2) 피들러와 상황적합 모형

p80~8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리더십 연구 관점

2. 강의목표

  - 상황적합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합 리더십 이

론과 경로-목표 상황적합 리더십 이론

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부 리더십 연구 관점

   3장 상황적합 리더십

     3) 허쉬와 블랜차드 상

황적합 모형

     4) 경로-목표 이론

p88~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리더십 연구 관점

2. 강의목표

  - 상황적합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브룸-야고 리더십 이론과 리더십 대체 

이론 및 무력화 요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2부 리더십 연구 관점

   3장 상황적합 리더십

     5) 브룸-야고 상황적합 

모형

     6) 리더십 대체이론

p97~10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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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4

1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리더와 개인

3. 강의 세부내용

  - 자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성격 

이론과 리더십의 관계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4장 리더와 개인

     1) 리더십 성공의 비밀

     2) 퍼스낼리티와 리더십

p114~12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리더와 개인

3. 강의 세부내용

  - 수단 가치와 최종 가치의 구분, 가치관

이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고, 태도의 개념 정의와 태도가 리

더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4장 리더와 개인

     3) 가치와 태도

p123~12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리더와 개인

3. 강의 세부내용

  - 귀인이론과 지각과정이 리더-구성원 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인지 유

형의 개인차를 인식하며 다양한 성격 

특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4장 리더와 개인

     4) 사회적 지각과 귀인

이론

     5) 인지 차이

     6) 퍼스낼리티의 유형 

차이에 대한 관리 

방안

p128~13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리더십 마인드와 정서

3. 강의 세부내용

  - 행동과 인관관계를 이끄는 정신모형을 

이해하고 독립적 사고 및 새로운 사고 

유형의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시스

템적 사고 및 개인적 숙련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5장 리더십 마인드와 정서

     1) 이성과 감성의 리더십

     2) 정신모형

     3) 리더의 정신모형 개발

p146~1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주요 리더십 

이론에 대하여(위인이론, 특성

이론, 행동이론, 상황적합이론, 

영향이론, 관계이론)

2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리더십 마인드와 정서

3. 강의 세부내용

  - 정서지능을 이해하고 두려움 혹은 온정

을 통한 동기부여를 모색하는 법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5장 리더십 마인드와 정서

     4) 정서지능

     5) 온정 경영과 두려움 

경영

p162~17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사람을 배려하고 윤리를 강조하는 리더

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조직 내 윤리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6장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1) 현대 사회와 도덕적 

리더십

     2) 도덕적 리더의 역할

p180~18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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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색채를 강화시키는 리더십의 실체와 

윤리적, 비윤리적 리더를 구별하는 법

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6

1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자신의 도덕적 개발 단계를 파악하고 

성숙된 도덕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6장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3) 도덕적 리더의 단계

p187~19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윤리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메커니

즘을 이해하고 스튜어트 리더십과 서번

트 리더십의 원칙 및 도덕적 용기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6장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4) 서번트 리더십

     5) 리더십과 용기

p190~20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개인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팔로워십

3. 강의 세부내용

  - 효과적인 팔로워 육성의 리더 역할을 

이해하고, 팔로워십의 원칙과 전략, 리

더가 원하는 팔로워십 형태 및 스타일

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부 개인 차원의 리더십

   7장 팔로워십

     1) 팔로워십의 본질

     2) 리더가 팔로워에게 

원하는 것

     3) 팔로워 유형

     4) 팔로워의 상사 관리 

전략

     5) 상사 관리를 위한 

권력과 용기

     6) 팔로워가 리더에게 

원하는 것

p210~23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로서 내적보상과 외적보상의 차이

를 이해하고 높은 목표수립과 달성의 

과정을 통해 동기유발과 노력이 행동

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8장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1) 리더십과 동기부여

p242~24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3. 강의 세부내용

  - 높은 이상적 욕구 충족을 통한 동기 부

여 방안과 욕구에 기반을 둔 동기부여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8장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2) 욕구기준의 동기부

여 이론

     3) 기타 동기부여 이론

p247~25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
f_
:M
S
_0
00
1
M
S
_0
0
01

이론을 이해하고 개인적, 시스템적 보

상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3. 강의 세부내용

  - 고차원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구성원 

열의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8장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4) 고차원 욕구 충족과 

임파워먼트 프로그

램

     5) 업무열의를 통한 업

무 의미감 부여

     6) 새로운 차원의 동기

부여 방안

p257~26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9

1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리더십 의사소통

3. 강의 세부내용

  - 효과적 경청의 주요 요소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대화 

및 토론의 차이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9장 리더십 의사소통

     1) 의사소통 방법

     2) 전략적 대화 이끌기

p275~29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리더십 의사소통

3. 강의 세부내용

  - 은유와 스토리텔링을 리더의 소통 방법

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이해하고 메시지 

전달에 적합한 의사소통 경로를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9장 리더십 의사소통

     3) 설득과 영향력의 의

사소통

     4) 적절한 의소소통 경

로의 선택

p290~29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리더십 의사소통

3. 강의 세부내용

  -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9장 리더십 의사소통

     5) 비언어 의사소통

     6) 최근 소통의 방법

p296~2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0

1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팀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집단의 공유 목표와 공동 책임감을 통

해 성과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을 이해

하고 팀워크의 중요성과 팀 활동의 역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10장 팀 리더십

     1) 팀의 가치

     2) 팀 구성원의 딜레마

     3) 고성과 팀 관리 방법

p306~31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팀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팀 발전단계, 팀 규모, 다양성, 상호의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10장 팀 리더십

     4) 팀 운영의 프로세스

p314~3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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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을 고려한 효과적 조직 설계 방안

을 이해하고 팀 규범 구축과 응집력 

촉진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팀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팀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10장 팀 리더십

     5) 팀 갈등의 해결

p319~32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1

1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다양성 경영과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외국인이나 여성 등과 같은 소수인들이 

조직생활에서 당면한 어려움과 이를 줄

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차원의 

이해와 다문화 이슈, 다양성을 후원하

고 촉진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11장 다양성 경영과 리더십

     1) 다양성 경영

     2) 소수인 당면 과제

     3) 여성 리더십

     4) 글로벌 다양성

p331~34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다양성 경영과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포용적 리더가 되는데 개인 차원의 장

애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파악해

보고 다양성을 인지 및 포용 리더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11장 다양성 경영과 리더십

     5) 포용의 리더

p349~35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리더십 권력과 영향력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 권력(파워)와 조직정치의 내용

을 이해하고 변혁적, 카리스마, 제휴, 

마키아벨리 리더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12장 리더십 권력과 영향력

     1) 네 가지 유형의 영

향력 리더십

p361~37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2

1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리더십 권력과 영향력

3. 강의 세부내용

  - 조직 내 권력의 원천과 유형을 알아보

고 조직정치를 통해 리더십 권력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12장 리더십 권력과 영향력

     2) 권력, 영향력, 리더십

p372~37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2. 강의목표

  - 리더십 권력과 영향력

4부 관계 구축자로서의 리더

   12장 리더십 권력과 영향력

     3) 정치적 활동을 통한 

권력 증대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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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조직 내 권력의 원천과 유형을 알아보

고 조직정치를 통해 리더십 권력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 권력과 윤리

p375~383

3

1. 강의주제

  - 조직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비전 창출과 전략적 방향

3. 강의 세부내용

  - 비전, 미션과 전략, 실행 메커니즘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리더십 비전의 창출 

방안과 개인 및 조직의 강력한 비전이 함

유하고 있는 공통 테마 개념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5부 조직 차원의 리더십

   13장 비전 창출과 전략적 방향

     1) 리더의 역할: 미래의 예견

     2) 리더십 비전

p392~40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3

1

1. 강의주제

  - 조직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비전 창출과 전략적 방향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의 전략 구축과 실행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추종자들이 믿고 따르는 이

상적 목표 설정의 네 가지 접근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5부 조직 차원의 리더십

   13장 비전 창출과 전략적 방향

     3) 미션과 전략

p406~41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네 가지 유

형의 영향력 리더십에 대하여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

더십, 제휴 리더십, 마키아벨리 

리더십)

2

1. 강의주제

  - 조직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비전 창출과 전략적 방향

3. 강의 세부내용

  - 효과적인 전략의 구성요인을 실제로 적

용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5부 조직 차원의 리더십

   13장 비전 창출과 전략적 방향

     4) 전략 최고경영자로

서 리더

p411~41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조직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조직문화와 가치

3. 강의 세부내용

  - 조직문화의 형성이 리더의 주된 역할이 

되는 이유와 저항 문화에 반대되는 적

응문화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의례의

식, 스토리, 심볼, 언어, 선발과 사회화, 

일상행동 등을 통한 리더의 조직문화와 

가치 형성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5부 조직 차원의 리더십

   14장 조직문화와 가치

     1) 조직문화

     2) 문화 강도, 적응성, 

그리고 성과

     3) 조직문화 리더십

p425~44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4
1

1. 강의주제

  - 조직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조직문화와 가치

3. 강의 세부내용

  - 가치 기반 리더로서 조직문화에 건전한 

가치를 주입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영성리더십의 원칙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5부 조직 차원의 리더십

   14장 조직문화와 가치

     4) 조직문화의 경쟁가

치 모델

     5) 윤리가치와 리더

     6) 가치기준 리더십

p441~45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5부 조직 차원의 리더십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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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변화관리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조직변화를 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계획된 변화의 8단계 

모델 실행 방안 및 조직변화의 긍정혁

명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5장 변화관리 리더십

     1) 조직의 변화와 소멸

     2) 조직변화의 프레임워크

     3) 긍정혁명 이론의 활용

p460~470

- 정기과제물 제출

3

1. 강의주제

  - 조직 차원의 리더십

2. 강의목표

  - 변화관리 리더십

3. 강의 세부내용

  -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 확대와 조직혁신 

방안을 이해하고, 변화 저항 극복을 위

한 의사소통, 교육훈련, 참여 기법 활용

과 변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5부 조직 차원의 리더십

   15장 변화관리 리더십

     4) 변화를 위한 창의성

     5) 변화의 실행

p470~48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