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경영의이해 03반] 강의계획서

과목코드 ZG304 분반 03 

개설학기 2017학년도 제 2학기 학과(전공) 기계공학과 

교과목명 공학경영의이해 학점 3학점

담당교수 김기범                              전자우편

면담시간 월요일 3시~ 4시, 화요일 11시~12시, 1시~2시

교과목개요

본 교과목은 경영과 경영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과목으로 경영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조직과 기
업, 경영자의 역할, 기업의 관리과정, 기능별 관리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영학의 세부분야 학습을 
위한 기초개념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경영과 벤처창업과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
고,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경영인으로서의 소양을 계발한다.

교육목표

1. 기업경영의 재무, 회계, 마케팅, 생산 관리를 이해한다.

2. 기업의 경영전략과 인사관리를 이해한다.

3.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4.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팀별 협업과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다.

5. 

수업운영방법
(수강생유의사항)

주입식 강의를 배제하며 수업 시간의 90% 이상을 토론과 사례연습에 할애한다. 본 수업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수업목표 제시 ☞ 이론 관련 선행학습 자료 제공 ☞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토론 ☞ 사례 연습 

수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학생과 상담 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강의
(Team Teaching)                공학도와 경영마인드 (박용태 저), 생능출판사

교재 및 참고도서 교재 : 강의교안 및 참고도서(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제시)

평가방법

- 선행학습을 위해 제공된 동영상 파일을 학습하고,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를 매시
간 5분 정도 치름(50%) 
-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 등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여 성적 평가(30%) 
- 제시된 사례 등의 발표에 대해 평가 후 성적에 반영(20%) 
- 학습성과6(협동능력):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론 및 발표) 
- 학습성과8(사회환경):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강의내용 및 진행계획

1 주 

교수내용
- 오리엔테이션 
- 제1강 공학경영학의 이해에 대한 Introduction  

강의방법, 강의도구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2 주 

교수내용
제2강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 본다.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3 주 

교수내용
제3강 경영환경 
- 기업 주변을 둘러싼 경영환경에 대해 살펴 본다.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4 주 

교수내용
제4강 비즈니스의 형태 
- 비즈니시의 형태에 대해 살펴본다.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5 주 

교수내용 제5강 조직관리와 의사결정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6 주 

교수내용 제6강 조직구조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교수학습-06-2
입력 텍스트

교수학습-06-2
입력 텍스트

교수학습-06-2
입력 텍스트

교수학습-06-2
입력 텍스트

교수학습-06-2
입력 텍스트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7 주 

교수내용 제6강 조직구조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8 주 

교수내용 제7강 인적자원관리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9 주 

교수내용 중간고사 기간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10 주 

교수내용 제8강 마케팅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11 주 

교수내용 제8강 마케팅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12 주 

교수내용 제9강 STP 전략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13 주 

교수내용 제10강 제품마케팅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14 주 

교수내용 제11강 제품, 정보, 자금의 흐름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15 주 

교수내용 제12강 자금 흐름과 글로벌 비즈니스

강의방법, 강의도구 선행학습을 위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제공, 이론강의, 토론, 사례 연습

과제 및 결과물 수업시간 중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