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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화 오후 7 시 – 102 시
학생 면담 시간: 화요일 오후 6 시-7 시, 10 시- 10 시반 혹은 개별 약속
강의 조교: 이원호 (Tel: 3653, 연구실: S493)
강의 교재:
1. A. Kinicki & M. Fugate, Organizational Behavior: Key concepts, skills & best practices, 5th
ed. McGraw Hill, 2012 (교재는 Robbins 것으로..)
2. 기타 논문이나 사례자료는 course packet 으로 배부될 예정임.
강의 소개:
본 과목은 조직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개인 행태 (예를 들어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성의
차이, 태도나 동기부여 등) 에 대한 이해와 그룹 혹은 팀 조직의 관리, 그리고 전체
조직의 효과적인 설계 및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인 문제해결
역량의 습득 모두를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최근 새로운 조직관리 접근 방법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체험을 통해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대한 토론과 Role Playing, 학습문제에 대한

자기성찰 등을 도입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며, 각 주제 별로 새로운 추세에 대한
지식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장래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배양과 조직 변화 관리에 대한
역량을 습득하도록 한다.
강의 목표:
본 강의를 통해 조직에서 일어나는 제반 행태적인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 행태에 대한 최신 이론 및 최근 관리 기법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및 팀, 조직 수준에서의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이 지식을 응용하여 실제 기업 상황
하에서 개인이나 팀, 그리고 전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수강생들은 각자 이 과목을 통해 학습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제출하고 term project 계획도 가능하면 이 학습목표와 align 시키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강의 과제:
1. 사전 예습: 학생들은 매 시간 미리 배정된 학습문제와 Reading Assignments, 사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읽고 강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학습 주제에 따라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주제에 관련 된 사례 토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나 미리 부과 된 교과서나 논문, 사례가 숙지 되지 않으면 충분한 교육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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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도록 한다. 대개는 수업 앞 부분에서 강의를 통해 전체
내용에 대한 핵심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 토의나 실습 등을 진행한다. 수업
마지막 15 분 가량은 사례 토의 결과나 실습 체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경영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 등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학습
주제에 따라 강의 진행방법이나 강의시간 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강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강의진행 방법을 강의가 진행되면서 상호 모색할
예정이다.) 강의 참여도와 토론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체 배점의 10%를 차지한다.
2. Term Project I (개별: 30%): 문헌 고찰 보고서 (10 월 22 일)
개인들은 각자 자기의 관심분야와 분석대상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례분석의 이론적 틀
(Framework)을 제공할 수 있는 문헌들을 선택, 고찰하도록 한다. 보고서 제출은 3 월 23 일
(토) 수업 시간 전까지 해야 하며 하루 늦을 때 마다 20%씩 discount 할 예정이다.
문헌고찰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a) 관심 있는 주제에 관련된 책이나 논문 3 편을 선정하여,
b) 간단 명료하게 각 책이나 논문을 요약, 정리하고
c) 이 들을 서로 연결하여 통합모형을 구축한 후
d) 이 통합모형을 한국 기업 상황에 적용하고 그 때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논문 탐색을 위해 다음 journal 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외에 다른 책이나 논문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배부된 논문 외에 3 편을 선정해야 하며 최근 5 년
이내에 publish 되고 또한 각 journal 에서 1 개의 article 만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

*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

* Harvard Business Review

-

Human relations

-

Interfaces

-

*European Management Journal

-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

Journal of Management

-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

Long Lange Planning

-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

Organization Science

-

Organiz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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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al Dynamics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

*Sloan Management Review

* Journals for both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3. Term Project II (40%): option 1 (팀프로젝트) 혹은 option 2 (개별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 보고서 (12 월 10 일)
Option 1: 학생들은 강의 첫 시간이 끝난 후 3-4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형성하도록 한다.
각 연구 팀은 경영조직 행태 분야의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정한 후 연구목표와 내용,
연구대상 조직, 팀 구성원 명단에 대해 9 월 17(화)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Option 2: 학생들은 개인의 선호나 사정에 따라 팀 프로젝트 대신 개인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9 월 17 일까지 구체적으로 연구 목표와 내용, 문제 상황 (대상 조직이나 구체적인 문제
사례 상황 등)과 아울러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Option 1 이나 2 모두 연구 주제는 리더십 및 조직 변화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뿐 아니라
조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행태적인 현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기 소속 기업의
경영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는 12 월 10 일(화)까지
제출하며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하루 지날 때 마다 20%씩 감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상 조직에 대한 개요 및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과 연구 목표 (예: 연구개발 부서와
생산 부서간의 갈등 관리, 팀제 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조직 개혁의 추진 과정과
성패 요인 분석 등)
나) 대상 조직의 연구 주제에 관련 된 현상 또는 문제점의 기술
다) 대상 조직의 현상이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적인 틀의 제시
(이를 위해 관련 주제의 책이나 논문,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가장 적합한 분석모형을
스스로 개발하고, 그 근거를 기존 문헌의 고찰과 실제적인 논리로 제시하기 바람. 이때
관련문헌은 수업 시간에 다룬 논문 외에 최소한 3 편 이상의 논문이나 책, 보고서 등이
고찰되기를 바라며, 두 번째 개별 프로젝트 보고서와 연계함이 바람직 함)
라) 조직 현상이나 문제점의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논리성과 현실 실행가능성이 주요한 평가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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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종 보고서는 12 월 10 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보고서 평가는 전체 배점의
40%를 차지함
바) 보고서는 typing 되어야 하며, A4 용지로 30 page 를 넘지 않기를 바라며, 쉽게
이해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함.
4. 학생 주제 관련 기업 사례 발표
- 학생들은 개별 혹은 조별로 매주 과목 주제별로 관련된 자신의 기업 사례에 대해
준비해서 발표함으로써 각 기업과 동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보다 많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한다. 여기에는 각 조의 팀프로젝트 대상인 조직도 포함된다. 학생들은 첫
시간이 끝난 후 미팅을 거쳐 원하는 주제와 관련 사례 발표 계획을 사전에 제출한다.
발표는 15 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개별 혹은 조별로 준비를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서로
다른 과목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표 내용은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관련 주제에 대해 각 기업에서 어떤 제도와 운영
practice 를 시행하고 있고, 시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되 발표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발표는 수업 시간 말미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5. Grading policy
-

reading assignments 에 대한 Quiz 와 Case 정리물 평가를 합쳐서 20%의 배점을
이루며, 강의 참여도 및 교과목 포럼 참여도가 10%의 배점을 이룬다.

6. Code of ethics:
- 학생들은 사례 정리 혹은 Quiz, 과제물 제출 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Cheating
이나 어떠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학점이 부과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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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표
강의주일

강의 주제

교과서 목차

1.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and Management

Ch 1

Case: HP Video
Reading: Pfeffer and Veiga., “Putting people first for the organizational success,
- 21 세기 초우량 기업의 특징
- 사람과 조직 관리를 통한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전략
- 인력관리 방식의 변천과 기업 성과
- 조직 행태론의 전반적인 소개
2. Organizational Analysis and Design

Ch 15

Case: New New HP in 2004 (A)
- 조직 분석 및 설계의 원리
- 전통적 조직과 새로운 조직의 비교
- 상황 요인 (환경, 전략, 기술 등) 의 이해
- 프로세스, 팀제, 네트워크, Module 조직의 소개
3. Organizational Culture

Ch 2

Case: Building the culture at Agilent Technologies: Back to the future
- 조직 문화의 개념
- 조직 문화와 전략, 경영 성과와의 관계
- 조직 문화의 변화 관리
4. Global Organization

Ch 3

Case: P&G Organization 2005 (A)
- 조직의 국제화 과정
- 국제화 조직의 유형과 장단점
- 국제화 조직의 경영자 역할
- 일본의 국제화와 우리 기업의 국제화
5. HR Practice and Performance Appraisal

Ch 8

Case: Southwest Airline
- 인적자원관리 Framework
- 새로운 인사제도의 추세
- 인적자원관리와 기업 성과
- 360 degree performanc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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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naging Organization Change

Ch 16

Case: GE’s two decade transformation
- 조직 변화 및 변혁 과정의 이해
-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변화 역량과 학습 조직
- 조직 변화의 접근방법
- 조직 변화의 성공요인
7. Foundation of OB Theories of Managing People:

Ch 4

Case: SAS Institute
- 개인의 가치관, 태도, 귀인, 학습의 이해
- 지각의 오류: 인사고과의 유의 사항
- 직무만족과 성과와의 관계
- 신입사원 선발 관리와 Mentoring
- Great Work Place 의 중요성
8. Personality and Emotions

Ch 5 & 1st term

Reading: Leonard & Straus, “Putting your Company’s Whole Brain to Work,”
Exercise: MBTI 혹은 EI Test
- 개인의 personality 개념과 유형
- Personality 차이에 따른 조직 행태의 영향
-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
- Management of emo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9. Individual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Ch 6 & 7

Reading: Nohria et al, “Employee Motivation: A powerful new model,”
Exercise: need structure or motivation skill
- 동기부여 관련 이론의 이해
- 동기부여 기법의 소개
10. Group Behavior and Work Teams

Ch 9

Case: Medisys: The IntensCare product development team
- 그룹과 팀의 차이점
- 팀 유형의 비교
- 팀 발전단계 및 프로세스
- 효과적인 팀 관리 방안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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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의 팀제 조직의 운영 현황
11. Decision Making and Conflict management

Ch 10 & 11

Exercise: Vroom’s decision tree (using 3 cases)
- 개인 및 조직 수준의 의사결정
- 의사결정 기법의 이해
-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
12. Communication

Ch 11

Exercise: active listening
-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
- 문화와 의사소통
- 리더십과 communication skill
- 전통적 리더십 이론의 이해
13. Leadership (I)

Ch 14

Reading: Goleman, “What makes a good leader,”
Exercise: Leader Role questionnaire
- 리더십에 대한 이해
- 리더십 연구의 주요 내용
- 최근 리더십 이슈 등
14. Leadership (II)

Ch 14

Dialogue with a guest speaker (subject to change)
Career Plan: life goal inventory
- Coaching 및 empowerment
- Vision Setting
- Leadership skill feedback
2nd term paper

15. Leadership and Organization Change
- Project presentation
- Class wrap-up: - 21 세기 Global Leader 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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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i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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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Organization 2005 (A),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9-707-4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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