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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씽킹과 서비스 경영 김승욱 박영사 2019

참고자료 메타버스 관련 유튜브 등

수업개요 및 
목표

서비스경영 과목은 경영계열의 학과를 비롯하여 관광, 호텔, 외식, 항공, 유통, 병원, 

사회적기업경영 등의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 서비스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서비스경영의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을 쉽게 배우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문적 연구는 물론 서비스현장의 실무경험을 폭넓게 강의한다. 

수업유형 이론수업

주요사항안내

수업방법안내

- 강의

- 질문 답변

- 관련 유튜브 참조 등 

평가방법안내

- 시험 및 팀별 과제

- 이번학기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과의 융합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기타안내  최근 큰 이슈인 메타버스를 이용한 서비스 경영과의 융합 

평가방법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과제물:20% 출석:10% 기타평가:10% 



과제
- 메타버스 관련 이론적 분석

- 메타버스 관련 경험적 분석 

주 수업내용 및 방법 참고자료 비고

01주

수업주제 : 서비스의 특성

수업목적 : 서비스의 특성

수업내용 : 서비스의 특성

02주

수업주제 : 서비스와 마케팅 믹스 및 
           서비스 품질관리와 평가

수업목적 : 서비스와 마케팅 믹스 및 
           서비스 품질관리와 평가

수업내용 : 서비스와 마케팅 믹스 및 
           서비스 품질관리와 평가

03주

수업주제 : 서비스 경험관리 및 서비스 디자인의 이해

수업목적 : 서비스 경험관리 및 서비스 디자인의 이해

수업내용 : 서비스 경험관리 및 서비스 디자인의 이해

04주

수업주제 : 서비스 디자인의 활용 및 
         서비스 여정관리:탐색여정에서 갈등여정까지

수업목적 : 서비스 디자인의 활용 및 
         서비스 여정관리:탐색여정에서 갈등여정까지

수업내용 : 서비스 디자인의 활용 및 
         서비스 여정관리:탐색여정에서 갈등여정까지

05주

수업주제 : 서비스 여정관리: 해지여정에서 
유지여정까지, 서비스 관계관리 및 서비스 스케이프

수업목적 : 서비스 여정관리: 해지여정에서 
유지여정까지, 서비스 관계관리 및 서비스 스케이프

수업내용 : 서비스 여정관리: 해지여정에서 
유지여정까지, 서비스 관계관리 및 서비스 스케이프

06주

수업주제 : 외식산업서비스 및 관광여행서비스

수업목적 : 외식산업서비스 및 관광여행서비스

수업내용 : 외식산업서비스 및 관광여행서비스

07주

수업주제 : 의료관광서비스 및 호텔항공서비스

수업목적 : 의료관광서비스 및 호텔항공서비스

수업내용 : 의료관광서비스 및 호텔항공서비스

08주

수업주제 : 전시컨벤션서비스 및 
          스포츠와 서비스 경영
수업목적 : 전시컨벤션서비스 및 
          스포츠와 서비스 경영
수업내용 : 전시컨벤션서비스 및 
          스포츠와 서비스 경영



09주

수업주제 :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경영 및 
       언택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경영학 길잡이

수업목적 :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경영 및 
       언택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경영학 길잡이

수업내용 :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경영 및 
       언택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경영학 길잡이

10주

수업주제 : 언택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경영학 길잡이

수업목적 : 언택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경영학 길잡이

수업내용 :언택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경영학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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