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Syllabus)

[1]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

■ 강의 정보(Course Information)

교과목명
(Course Title)

인사조직관리
강의유형

(Course Type)
강의

[2] 학습 목표/성과(Learning Objectives/Outcomes)

■ 과목 설명(Course Description)

본 과목의 목적은 조직 내에서의 개인(자신과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임. 즉, 조직 내/외적 환경적 요소들이 어떻게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볼 것임.
회사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인력관리와 조직운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향후 회사/조직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혹은 관리자로서 성장할 학생들이 스스로 기대되는 태도와 행동을 

조직행동이론에 기반하여 비교/분석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탐색하는 시간임.

■ 학습 목표(Learning Objectives)

1. 조직 내에서 개인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다
2. 조직 내 나 개인 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 태도, 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조직 내에서 개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4. 다양한 리더십 이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5.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조직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학습 성과(Learning Outcomes)

조직 운영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함.

임직원들이 무엇으로 동기부여되는가, 그리고, 조직내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임

[3] 강의 진행 정보(Course Methods)

■ 강의 진행 방식(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강의 진행 방식 추가 설명

온라인 강의 교수의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

■ 수업 자료(Textbooks, Reading, and other Materials)

수업 자료 제목 저자 출판일/게재일 출판사/학회지

조직행동론
Stephen P. Robbins, 

Timothy A. Judge
2015.8.17 한티미디어



[4] 수업 일정(Course Schedule)

차시 강사명 수업주제 및 내용 제출 과제 추가 설명

1 박찬균 조직행동이란

2 박찬균 조직의 다양성

3 박찬균 태도,직무만족,감정

4 박찬균 지각과 의사결정

5 박찬균 동기부여

6 박찬균 집단행동의 기초

7 박찬균 커뮤니케이션

8 박찬균 리더십과 코칭

9 박찬균 권력과 조직구조

10 박찬균 조직문화

[5] 수강생 학습 안내 사항

조직행동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직행동론 (Stephen P. Robbins, Timothy A. Judge)의 책을 위주로 하긴 하지만,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다
루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학습하시는 분께는 본 책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