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의개요

학습과정명 리더십 학점 3 교강사명 이학희

강의시간 3시간 강의실 - 수강대상 경영학 학사학위 취득 및 교양과목 희망자

∙ 본 교과목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직의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 요소인 리더십의 

실체 및 본질을 이해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리더십 개발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리더십의 역량을 함양한다.

2. 교과목 학습목표 

∙ 리더십과 관련된 기초개념과 내용을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리더십 이론의 내용과 특징을 학습함으로써 

  리더로서 갖추어야 하는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 주교재

  저자: 이학희, 교재명: 기업경영 리더십, 출판사: 청람 

4. 주차별 강의 내용 

주별 차시 강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개념과 정의

2) 강의목표 

  - 리더십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의 일반적인 의미

  - 리더십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 리더십의 개념정의와 핵심내용

  - 리더십의 개념구성 수준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2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중요성과 특성

2) 강의목표 

  - 리더십의 중요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의 생성배경과 중요성: 어원적 측면, 집단 및 조직

    측면, 경영관리 측면

  - 리더십의 특성과 전제조건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3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역할과 효과성

2) 강의목표 

  - 리더십의 역할과 기능,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구성원의 과업성과 향상을 위한 리더십

  - 구성원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리더십

  -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리더십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2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기본원칙

2) 강의목표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 리더십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학습하고, 리더가 지켜야 하는 지휘관리

    기술에 대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사회시스템의 일원으로 

    인식, 개인의 특성과 자질 반영, 인간 존엄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

  - 리더의 지휘관리 기술

2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영향요인

2) 강의목표 

  - 리더십의 구성요소와 리더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영향력 행사의 방법

    (유형)과 그 결과에 대해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 리더십 과정의 통합모델 

  - 리더의 영향력 행사의 방법(유형)과 결과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3

1) 강의주제 : 리더십과 권력

2) 강의목표 

  -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의 기반이 되는

    권력(power)에 대해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권력의 개념과 내용

  - 권력의 원천: 직위 권력과 개인적 권력 

  - 권력에 대한 리더의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3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과 관리기능 (1)

2) 강의목표 

  - 리더십(leadership)과 관리기능(management)의 상호관계와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리더십)와 관리자(관리기능)

  - 리더십과 관리기능에 대한 관점

  - 관리과정의 일부 또는 확대된 관점의 리더십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2

1) 강의주제 : 리더십과 관리기능 (2)

2) 강의목표 

  - 리더십과 관리기능에 대한 배타적인 관점에서 그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배타적 관점에서의 리더십과 관리기능 

  - 리더, 관리자, 보스의 특징과 차이점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3

1) 강의주제 : 리더십과 관리기능 (3)

2) 강의목표 

  - 통합적인 관점에서 리더십과 관리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리더십과 관리기능

  - 21C 리더로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4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 이론의 개요 

2) 강의목표 

  - 리더십의 연구 및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해당 분야별 발전과정과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류

  - 리더십 이론의 주요 내용과 관심사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2

1) 강의주제 : 리더십 특성이론 (1)

2) 강의목표  

  - 특성이론의 가정과 연구목적, 주요 연구결과 및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특성이론의 관점과 연구목적

  - 리더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3

1) 강의주제 : 리더십 특성이론 (2) 

2) 강의목표 

  - 최근 진행되고 있는 특성연구 및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특성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특성이론 관련 최근 동향 및 연구결과

  - 특성이론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5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 행동이론 (1)  

2) 강의목표 

  - 행동이론의 관점과 연구목적, 특성이론과의 차이점, 

    그리고 행동이론의 사례로서 아이오와 대학의 리더십 

    연구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행동이론의 관점과 연구목적

  - 특성이론과 행동이론의 비교분석

  - 아이오와 대학의 리더십 연구사례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토론제출기간

2

1) 강의주제 : 리더십 행동이론 (2) 

2) 강의목표 

  - 오하이오 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리더십 연구사례를 

    통해서 행동이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오하이오 대학의 리더십 연구사례

  - 미시간 대학의 리더십 연구사례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토론제출기간

3

1) 강의주제 : 리더십 행동이론 (3)

2) 강의목표 

  - 리커트와 블레이크 & 무튼의 리더십 관련 연구모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리커트의 관리시스템 모델

  - 블레이크와 무튼의 리더십 격자 모델

  - 특성이론과 행동이론의 비교분석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토론제출기간

6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 상황이론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1)｣
2) 강의목표  

  - 상황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상황이론의 효시라고 불리어지는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상황이론의 주요 내용 

  -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및 연구모델

  - 리더의 특성(행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LPC 척도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토론제출기간

2

1) 강의주제 : 리더십 상황이론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2)｣
2) 강의목표 

  -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상황적합 이론에 제시된 상황변수

  - 상황변수와 리더십의 유효성 관계

  - 상황적합 이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토론제출기간

3

1) 강의주제 : 리더십 상황이론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 (1)｣
2) 강의목표 

  -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에 대한 내용과 브룸의 기대

    이론과의 연계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 및 연구모델

  -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과 브룸의 기대이론 관계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토론제출기간

7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 상황이론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 (2)｣
2) 강의목표 

  -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경로-목표 이론에 제시된 상황변수

  - 상황변수와 리더십의 유효성 관계

  - 경로-목표 이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2

1) 강의주제 : 리더십 상황이론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 (1)｣
2) 강의목표 

  -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에 대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3) 강의 세부내용

  -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 및 연구모델

  -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에 제시된 상황변수

3

1) 강의주제 : 리더십 상황이론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 (2)｣
2) 강의목표 

  - 허쉬와 브랜차드의 성숙도 이론에 대한 평가 및 사시점 

    도출을 통해 바람직한 리더십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상황변수와 리더십의 유효성

  -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상황이론(피들러, 하우스, 허쉬와 브랜차드)의 비교

    분석 및 종합정리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9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카리스마 리더십 (1)｣
2) 강의목표 

  -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 및 등장배경

  - 카리스마의 개념과 내용

  - 카리스마 리더십의 의미와 특징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과제주제공지

2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카리스마 리더십 (2)｣
2) 강의목표 

  - 카리스마 리더십의 연구모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카리스마 리더십의 영향요소

  - 카리스마 리더십의 연구모델

  - 카리스마 리더십의 평가 및 활용방안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과제주제공지

3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거래적 리더십｣
2) 강의목표 

  - 거래적 리더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평가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거래적 리더십의 내용과 특징

  - 거래적 리더십의 연구모델

  - 거래적 리더십의 평가 및 활용방안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과제주제공지

10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변혁적 리더십 (1)｣
2) 강의목표 

  - 구성원의 자기주도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과 주요 내용

  -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과 영향요소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과제제출기간

2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변혁적 리더십 (2)｣
2) 강의목표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의 비교분석과 이를 

    통한 현실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의 비교 

  -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 및 적용방안

과제제출기간

3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서번트 리더십 (1)｣
2) 강의목표 

  - 서번트 리더십의 필요성, 핵심내용, 구성요소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서번트 리더십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과 구성요소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과제제출기간

11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서번트 리더십 (2)｣
2) 강의목표 

  - 기존 리더십 이론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평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서번트 리더십과 전통적 및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 서번트 리더십의 평가 및 실행방안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과제제출기간

2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감성 리더십｣
2) 강의목표 

  - 감성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평가 및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감성지능: 개념, 구성요소, 향상방안

  - 감성 리더십의 의미와 차원

  - 감성 리더십의 평가 및 활용방안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과제제출기간

3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임파워먼트 리더십 (1)｣
2) 강의목표 

  - 임파워먼트와 관련 주요 개념 및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파워와 임파워먼트: 개념과 내용

  -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의미와 중요성

  - 임파워먼트 리더십의 내용과 유형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과제제출기간

12주 1

1) 강의주제 : 리더십의 신조류 ｢임파워먼트 리더십 (2)｣
2) 강의목표 

  - 임파워먼트 리더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평가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자기효능감 중심의 임파워먼트 리더십

  - 내재적 과업동기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리더십

  - 임파워먼트 리더십의 평가 및 활용방안

  - 리더십 이론의 종합정리: 리더십 이론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  

PPT강의, 교안,

MP3파일,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