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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마케팅원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기업환경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

과목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하고 이를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폭넓은 사례 연구를 통하여 마케팅과 정보기술 활용, 고객

만족 및 관계마케팅 등을 학습하여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세부목표는

1. 마케팅의 기본 원리와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 적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케팅의 고유한 특성에 마케팅적인 시사점, 이를 

토대로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활동이 무엇인지 학습한다.

2. 마케팅 개념, 전략적 마케팅 계획, 마케팅 환경, 소비자 행동, STP전략, 제품관리, 브랜드 관리, 가격관리, 유통경로의 개발과 관리 등에 

대해 학습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모색해 본다.

교재 및 참고문헌

마케팅원론, 제7판/ 학현사/ 안광호 외 3인/ 2020

서비스마케팅, 제6판/ 학현사/ 이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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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강의주제

- Orientation

2. 강의목표

- 교과목 소개 및 개요 강의, 연구 주제부여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1부 마케팅의 전반적 이해

제1장 마케팅개념의 이해

p3~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마케팅개념의 이해

2. 강의목표

- 마케팅의 개념, 마케팅 환경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의 개념과 마케팅관리철학의 발전 

과정의 환경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1부 마케팅의 전반적 이해

제1장 마케팅개념의 이해

  1. 마케팅의 정의

   1) 마케팅의 핵심개념

   2) 마케팅의 정의

  2. 마케팅관리철학의 발전

   1) 기업중심적 마케팅철학

   2) 고객중심적 마케팅철학

p6~1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마케팅 개념의 이해

2. 강의목표

- 마케팅의 중요성과 적용범위, 마케팅기

능과 마케팅관리에 대해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의 중요성과 마케팅믹스, 마케팅

의 새로운 추세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1부 마케팅의 전반적 이해

제1장 마케팅개념의 이해

  3. 마케팅의 중요성과 적용범위

   1) 마케팅의 중요성

   2) 마케팅의 적용범위

  4. 마케팅기능과 마케팅관리

   1) 마케팅믹스

   2) 마케팅관리과정

   3) 마케팅의 새로운 추세

   4) 이 책의 흐름

  p17~3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1. 강의주제

-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

<마케팅원론>

제1부 마케팅의 전반적 이해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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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의목표

- 전사적 수준에서의 경영전락의 변화를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의 사명, 기업의 목표 결정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

  1. 전사적 수준에서의 경영전략

   1) 기업사명과 사업영역

의 정의

p31~42

2

1. 강의주제

-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

2. 강의목표

- 전사적 수준에서의 경영전략의 변화를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존사업포트폴리오의 평가, 사업단위별 

경쟁절략의 결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1부 마케팅의 전반적 이해

제2장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

  1. 전사적 수준에서의 경영전략

   2) 기업목표의 결정

   3) 기존 사업포트폴리오

의 평가

   4) 사업단위별 경쟁전략

의 결정

p42~6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

2. 강의목표

- 마케팅개념 및 마케팅페러다임의 변화를 살

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개념 발전단계를 알아보고 각 단계

별 특징과 뉴 마케팅 페러다임의 변화 및 

제품수준에서의 전략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1부 마케팅의 전반적 이해

제2장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

  2. 제품수준에서의 마케팅계획

p63~6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마케팅정보시스템과 마케팅 조사

2. 강의목표

- 마케팅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정보시스템과 마케팅조사를 살펴보

고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구들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3장 마케팅정보시스템과 

마케팅 조사

  1.마케팅정보시스템 

   1) 내부정보시스템

   2) 고객정보시스템

   3) 마케팅인텔리젼스시스템

   4) 마케팅조사시스템

   5) 마케팅의사결정지원시

스템

   p71~7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마케팅정보시스템과 마케팅 조사

2. 강의목표

- 마케팅조사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정보시스템의 외부시스템의 구성요

소와 마케팅 조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마케팅원론>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3장 마케팅정보시스템과 

마케팅 조사

  2. 마케팅조사

   1) 조사문제의 정의와 조

사목적의 결정

   2) 마케팅조사설계

p79~9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3

1. 강의주제

- 마케팅정보시스템과 마케팅 조사

2. 강의목표

- 기업환경에서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

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업환경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보고

서 작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3장 마케팅정보시스템과 

마케팅 조사

  2. 마케팅조사

   3) 자료와 수집과 분석

   4) 보고서 작성

p93~10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4 1 1. 강의주제 <마케팅원론>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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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환경분석 

2. 강의목표

- 마케팅 환경분석에서 환경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 환경분석에 대하여 점점 커지는 솔로 

이코노미의 사례를 살펴보고 학습한다.

- 수업방법 : 수업강의/ 토론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4장 마케팅 환경분석

  1. 내적 환경요인

   1) 최고경영층이 주도하는 

내적 환경요인들

   2) 마케팅부서에 의해 통제

되는 내적 환경요인들

p101~110

2

1. 강의주제

- 마케팅 환경분석

2. 강의목표

- 마케팅 환경분석에서 내적 환경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전략적 마케팅환경에서 마케팅부서에 의

해 통제되는 내적 환경요인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수업방법 : 수업강의/ 토론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4장 마케팅 환경분석

  1. 내적 환경요인

   1) 최고경영층이 주도하는 

내적 환경요인들

   2) 마케팅부서에 의해 통제

되는 내적 환경요인들

p105~11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마케팅 환경분석

2. 강의목표

- 마케팅 환경분석에서 외적 환경요인에 대

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 환경분석에서 외적 환경요인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4장 마케팅 환경분석

  2. 외적 환경요인

   1) 소비자

   2) 경쟁자

   3) 공급업자

   4) 기술적 환경

   5) 경제적 환경

   6) 사회⦁문화적 환경

   7) 법적⦁정치적 환경

   8) 매체환경

p110~12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소비자 구매행동의 이해

2. 강의목표

- 소비자 구매행동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소비자 구매행동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

보고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구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5장 소비자 구매행동의 이해

  1. 소비자 구매행동의 유형

   1) 고관여 구매행동

   2) 저관여 구매행동

p127~1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건강을 위한 

자신의 체력관리법

2

1. 강의주제

- 소비자 구매행동의 이해

2. 강의목표

- 소비자 구매행동에 있어 구매의사결정과

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소비자 구매행동에 있어 구매의사결정과

정이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

로 어떻게 중요한가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마케팅원론>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5장 소비자 구매행동의 이해

  2.구매의사결정과정

   1) 필요의 인식

   2) 정보탐색

   3) 대안의 평가

   4) 구매의사결정

   5) 구매 후 행동

p136~14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　

기업의 마케팅 전략 성공 사례 (A4 3

장 이상)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제출)

3

1. 강의주제

- 소비자 구매행동의 이해

2. 강의목표

- B2B 시장에서의 구매행동에 대하여 살

<마케팅원론>

제2부 시장의 이해와 기회의 발견

제5장 소비자 구매행동의 이해

  3.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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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미치는 요인들

   1) 개인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4. B2B 시장에서의 구매행

동

   1) B2B 시장의 특성

   2) B2B 제품 구매의 특성

   3) B2B 제품(산업재) 구매

의사결정과정

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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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마케팅전략: 시장세분화, 표적시장선택, 

포지셔닝

2. 강의목표

- 시장세분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여러 학자들

의 사례연구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시장세분화 마케팅에 대하여 살펴보고 샘

표 연두 사례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6장 마케팅전략: 시장세분

화, 표적시장 선택, 포

지셔닝

  1.시장세분화

   1) 세분시장 마케팅의 배경

   2) 시장세분화의 단계

   3) 시장세분화의 의의

   4) 시장세분화의 기준

p173~19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마케팅전략: 시장세분화, 표적시장선택, 

포지셔닝

2. 강의목표

- 표적시장선택를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표적시장세분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6장 마케팅전략: 시장세분

화, 표적시장 선택, 포

지셔닝

  2. 표적시장선택

   1) 세분시장의 평가

   2) 표적시장 선택

   3) 시장공략전략의 선택

p194~1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마케팅전략: 시장세분화, 표적시장선택, 

포지셔닝

2. 강의목표

- 가치제안과 포지셔닝

3. 강의 세부내용

- 가치제안과 포지셔닝 전략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6장 마케팅전략: 시장세분

화, 표적시장 선택, 포

지셔닝

  3. 가치제안과 포지셔닝

   1) 포지셔닝과 가치제안

   2)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과정

p199~2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7

1 중간고사 -

2 중간고사 -

3 중간고사 -

8

1

1. 강의주제

-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2. 강의목표

- 제품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제품의 개념과 제품구성요소의 관리 과

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7장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

  1. 제품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제품의 개념적 정의 

   2) 제품구성요소의 관리

  p221~2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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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제품의 분류, 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제품의 분류, 의사결정에 대하여 학습하

고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구들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7장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

  2. 제품의 분류

   1) 사용자의 구매목적에 

따른 분류

  3. 제품의사결정

   1) 제품믹스 및 제품계열관리 

   2) 제품퇴진전략

   3) 개별제품(브랜드)관리

p236~252

3

1. 강의주제

-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2. 강의목표

- 서비스 마케팅과 제품수명주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제품의 개념과 구성요소, 관리, 제품의 

의사결정, 서비스 마케팅 등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7장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

  4. 서비스 마케팅

   1) 서비스의 차별적 특성

   2) 서비스마케팅의 세 가

지 유형

p252~2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9

1

1. 강의주제

  -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적 이해

2. 강의목표

  - 서비스 마케팅 무엇이 다른가?와 서비

스 연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적 마케팅 믹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서비스 마케팅1>

제2장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

적 이해

  1. 서비스 마케팅 무엇이 

다른가?

  2. 서비스 연구가 걸어온 

길

  p50~5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적 이해

2. 강의목표

- 서비스 연구의 모형들을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서비스 연구의 모형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서비스 마케팅1>

제2장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

적 이해

  3. 서비스 연구의 모형들

   - 서비스 삼각형

   - 시스템으로서의 서비스

   - 상호작용적 마케팅

   - 서비스 마케팅 삼위일체

  p59~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적 이해

2. 강의목표

- 서비스 마케팅 믹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적 마케팅 믹스와 확장된 마케팅 믹스 

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서비스 마케팅1>

제2장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

적 이해

  4. 서비스 마케팅 믹스

    - 기본적 마케팅 믹스

    - 확장된 마케팅 믹스

p67~7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0

1

1. 강의주제

-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2. 강의목표

- 신제품 개발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신제품개발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7장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

  5. 신제품 개발과 제품수명

주기관리

   1) 신제품 개발

    

p261~2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2. 강의목표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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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개발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신제품개발의 개발의 실패요인, 신제품개발

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제7장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

  5. 신제품 개발과 제품수명

주기관리

   1)신제품 개발

p262~279

3

1. 강의주제

-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2. 강의목표

- 신제품 개발과 제품수명주기관리에 대하

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제품수명주기관리, 단계별 특성과 마케팅전

략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7장 제품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5. 신제품 개발과 제품수명

주기관리

   2) 제품수명주기관리

p279~28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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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촉진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소통

2. 강의목표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하여 사

례를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촉진예산 

결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구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8장 촉진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소통

  1.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

   1) 표적청중파악

   2) 표적청중으로부터 원하

는 반응의 결정

   3) 메시지의 선택

   4) 매체선택

   5) 메시지 원천의 선택

   6)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

  2. 촉진예산 결정

   1) 매출액 비례법

   2) 가용예산 활용법

   3) 경쟁자 기준법

   4) 목표 및 과업 기준법

   p289~30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촉진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소통

2. 강의목표

- 촉진믹스, 광고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촉진믹스, 광고, PR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8장 촉진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소통

  3. 촉진믹스의 결정

   1) 여러 가지 촉진수단의 특성

   2) 촉진믹스 선정의 영향

요인들

   3)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관리

  4. 광고

   1) 우리나라의 광고현황

   2) 광고관리

  5. PR

   1) PR의 수단들

   2) PR관리

  p308~33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촉진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소통

2. 강의목표

- 판매촉진, 인적판매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구전을 통한 판매촉진, 인적판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8장 촉진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소통

  6. 판매촉진

   1) 판매촉진의 특성

   2) 판매촉진의 실행과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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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적판매

   1) 인적판매의 중요성

   2) 인적판매과정

   3) 영업관리

  8. 구전

   1) 구전의 중요성

   2) 구전의 종류와 특성

   3) 구전의 확산조건

   4) 기업의 구전관리

p337~376

12

1

1. 강의주제

- 유통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전달

2. 강의목표

- 가치전달네트워크 관점에 기반한 공급체

인관리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가치전달네트워크관점에 기반한 공급체인

관리, 유통경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구들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9장 유통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전달

  1. 가치전달네트워크 관점

에 기반한 공급체인관리

  2. 유통경로의 개념과 필요성

  p377~3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유통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전달

2. 강의목표

- 유통경로의 구조, 설계과정, 갈등관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유통경로의 구조, 유통경로 설계과정, 경로

갈등의 관리 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9장 유통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전달

  3. 유통경로의 구조

  4. 유통경로 설계과정

  5. 경로갈등의 관리

  p384~40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유통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전달

2. 강의목표

- 소매상과 도매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물적유통, 소매상과 도매상 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9장 유통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전달

  6. 물적유통

  7. 소매상과 도매상

p406~44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3

1

1. 강의주제

- 가격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획득

2. 강의목표

-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구들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10장 가격전략을 통한 고

객가치 획득

  1.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들

   1) 소비자

   2) 원가

   3) 경쟁

   4) 유통경로

   5) 정부의 규제

  p449~45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사례발표: 

하얏트 호텔, 맥도날드, 질레트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가격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획득

2. 강의목표

- 가격의 결정과 관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가

격결정의 목표, 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학

습한다.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10장 가격전략을 통한 고

객가치 획득

  2. 가격목표

   1) 매출중심적 가격목표

   2) 이윤중심적 가격목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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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현상유지적 가격목표

   4) 기타 가격목표

  3. 가격결정방법

   1) 원가중심적 가격결정

   2) 소비자중심적 가격결정

   3) 경쟁중심적 가격결정

   4) 통합적 가격결정

  p458~473

3

1. 강의주제

- 가격전략을 통한 고객가치 획득

2. 강의목표

- 가격전략의 실행 및 최종가격결정에 대

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가격전략의 실행 및 최종가격결정 등에 대

해 이해하고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마케팅원론>

제3부 마케팅전략과 마케팅프

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제10장 가격전략을 통한 고

객가치 획득

  4. 가격전략의 실행 및 최

종가격결정

   1) 심리적 가격전략

   2) 초기고가전략과 시장침

투가격전략

   3) 가격할인과 공제

   4) 가격차별화

   5) 복수제품에 대한 가격책정

  5. 묶음제품 가격결정

p474~48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마케팅 믹스에 대하여 조사

(A4 3장 이상)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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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고객기반의 마케팅성과: 브랜드자산과 

고객자산의 구축

2. 강의목표

- 브랜드자산의 구축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브랜드자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학

습하고 여러 학자들의 사례연구들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4부 마케팅성과 구축과 관리

제11장 고객기반의 마케팅성과: 

브랜드자산과 고객자산

의 구축

  1. 브랜드자산의 구축

   1) 브랜드자산의 의미와 중

요성

   2) 브랜드자산의 체계적 관리

   3) 브랜드자산의 활용방안

-브랜드확장전략

  p485~51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고객기반의 마케팅성과: 브랜드자산과 

고객자산의 구축

2. 강의목표

- 고객자산의 구축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고객자산의 이해와 중요성, 고객자산의 

주요 구성요소, 브랜드자산의 체계적관리, 

강력한 상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4부 마케팅성과 구축과 관리

제11장 고객기반의 마케팅성과: 

브랜드자산과 고객자산

의 구축

  2. 고객자산의 구축

   1) 고객자산의 이해와 중요성

   2) 고객자산의 주요 구성요소

   3) 고객자산 구축을 위한 

고객관계관리: 고객의 

획득-유지-향상

   4) 고객자산의 활용

p512~5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3

1. 강의주제

- 마케팅성과관리

2. 강의목표

- 마케팅성과의 이해와 성과지표 설계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성과의 이해와 마케팅성과지표 설

계상 유의점 등에 대해 이해 하고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마케팅원론>

제4부 마케팅성과 구축과 관리

제12장 마케팅성과관리

  1. 마케팅성과의 이해

  2. 마케팅성과지표 설계상 

유의점

   1) 조작적 정의에 유의

   2)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측정

   3) 선행지표와 추행지표의 측정

   4) 단기성과와 장기성과의 균형

  

p537~54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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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