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교 과 목 명 가족기업경영론 과목번호 8240

구분(학점) 3시간(3)학점 수강대상 4학년

강의실(시간)  월1630-1800(인문사회관 208)(b-러닝), 화1630-1800(인문사회관 208)(b-러닝)학년

인재상 합리적소통인 전문적통섭인 창의적실천인 선도적세계인

8대 핵심역량

인성역량 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 지식탐구역량 창의역량 정보활용역량 글로컬역량 리더십역량

40% 60%

전공역량 리더십역량

담당교수

성명 남영호 소속
인문사회융합대학 국제비즈니스학부 경영학
과

e-mail 연락처

상 담 시 간   상담장소  

 1. 교과목 개요(Course Overview)

강의방법

강의식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이러닝 B러닝 플립러닝

30% 7% 63%

평가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과제1 과제2 과제3 기타4 기타

15% 35% 35% 15%

강 의 개 요
가족기업의 경영과 승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연마하되, 가족기업의 시스템과 지배구조, 가업승계와
후계자 교육훈련, 장수기업 등을 연마한다.

선수학습내용
본 강의에 대한 선수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학 일반(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무관리(지배구조),
전략경영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참고할 수 있다.

강 의 목 표

가족기업은 인간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시작된 매우 오래된 기업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60~80%정도는 가족기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가족기업은 고용창출, GDP기여, 사회문
제 해결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기업의 본질, 지배구조, 승
계계획, 후계자 교육, 갈등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배워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
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남영호. (2016). 가족기업경영. 형지사. 
2. E.Poza. (2010). Family Business. Thompson. 
3. 김선화. (2017).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의 성공전략. 쌤앤파커스. 

장애학생

지원사항
과제 제출일 1주일 연장

1 / 52021-06-17 오전 9:34:46



 2. 주차별 수업계획(Course Schedule)

주 기간 분  류 내  용

1 08/31~09/04

학습주제 오리엔테이션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과목 소개,�
강의방법 안내

수업방법 On-Line(비대면강의)

수업자료

2 09/07~09/11

학습주제 1장, 가족기업의 정의와 특성

학습목표 가족기업의 정의, 역사, 역할, 특성 등을 강의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가족기업의 본질�
가족기업의 개념�
가족기업의 역할

수업방법 On-Line 강의

수업자료 17-45

3 09/14~09/18

학습주제 2장, 가족기업의 시스템

학습목표 가족기업의 우선순위, 3차원 시스템, 보웬의 시스템이론을 강의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가족기업의 일반시스템�
보웬의 가족기업 시스템

수업방법 On-Line 강의

수업자료 46-76

4 09/21~09/25

학습주제 3장, 가족기업의 지배구조

학습목표 가족의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의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가족기업의 지배구조�
가족회의�
이사회

수업방법 On-Line 강의

수업자료 77-112

5 09/28~10/02

학습주제 5장. 가족기업의 경영이론

학습목표 대리인이론, 집사이론, 자원기준이론, SEW를 강의할 수 있다.

학습내용

-대리인이론�
-집사이론�
-자원기준관점�
-SEW

수업방법 On-Line 강의

수업자료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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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6 10/05~10/09

학습주제 7장, 가족기업의 갈등

학습목표 갈등의 원인과 성격, 갈등의 유형, 갈등관리를 강의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갈등의 성격, 가족기업의 갈등�
-과업갈등, 과정갈등, 관계갈등�
-갈등관리와 가계도

수업방법 On-Line 강의

수업자료 229~263

7 10/12~10/16

학습주제 복습(1)

학습목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가족기업의 정의, 가족기업의 시스템과 지배구조, 창업, 경영이론, 갈등 등

수업방법 On-Line

수업자료

8 10/19~10/23

학습주제 중간고사, 가족기업의 자원

학습목표 가족기업의 자원을 연마할 수 있다.

학습내용
B-Learning 수업과 중간고사 점검�
가족의 영향과 성과, �
가족기업의 자본 등

수업방법 Off-Line(일반강의실) 

수업자료 202~227

9 10/26~10/30

학습주제 가업승계

학습목표 가업승계의 중요성과 현황을 연마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가업승게의 성격, 후게자 선발, 리더십이전, 조세 등

수업방법 On-Line 

수업자료 289~334

10 11/02~11/06

학습주제 후게자 교육훈련

학습목표 후게자 교육훈련과 리더십개발을 연마할 수 있다.

학습내용 후게자 교육훈련의 중요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리더십개발 등

수업방법 On-Line

수업자료 335~368

11 11/09~11/13

학습주제 은퇴

학습목표 은퇴와 은퇴관리를 연마할 수 있다.

학습내용 은퇴의 성격, 은퇴관리, 은퇴시기 등

수업방법 On-Line

수업자료 36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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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12 11/16~11/20

학습주제 장수기업

학습목표 장수기업의 현황과 비결 등을 목표로 할 수 있다.

학습내용 장수기업의 본질, 현황, 비결, 경영 등

수업방법 Off-Line

수업자료 409`446

13 11/23~11/27

학습주제 가족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학습목표 가족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할 수 있다

학습내용 지속가능경영, 가족기업의 미래 등을 연마할 수 있다

수업방법 ON - LINE 수업

수업자료 448-479

14 11/30~12/04

학습주제 복습(2)

학습목표 중간고사 이후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가족기업의 자원, 가업승계, 후계자 교육훈련, 은퇴, 장수기업, 지속가능경영 등

수업방법 Off-Line(일반강의실)

수업자료

15 12/07~12/11

학습주제 기말고사

학습목표

학습내용 GOOD  LUCK

수업방법 Off-Line(일반강의실)

수업자료

16 12/14~12/18

학습주제 기말고사

학습목표

학습내용 GOOD  LUCK

수업방법 Off Line(일반강의실)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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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과제 적용시기학년 과제명 제출방법

강의과제 학년 강의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함

수업규칙

구분 구분

예의
B-Learning 과목으로 수업이 On-Line,  Off-Line 반복되므로 강의계획서를 유심

히 잘 보고 참고할 것.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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