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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이벤트원론

교 재 이경모-2018-이벤트학원론-백산

학 점 3

강 의 시 간 3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축제, 산업전시회, 국제회의, 스포츠이벤트, 공연이벤트 등 이

벤트 산업은 관광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산업으로

서 향후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본 교과목은 이벤트

의 개념 및 학문적 성격, 연구동향을 학습하여 기본적인 이벤

트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이벤트의 발달배경 및 이벤트관광

과 효과를 배우고 이벤트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및 축제, 회의, 

스포츠이벤트 등 다양한 개념과 접근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현대의 삶에 있어 이벤트는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범주에 참여함으로써 무궁무

진한 고부가가치를 가진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접근을 학습

하고 미래 이벤트 업계를 이끌어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

조적인 전문인을 양성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벤트는 각 분야, 전 지역에서 관광산업의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되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

업의 규모가 성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벤트 

분야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전문성을 더하고 있

다.

이벤트 산업 분야의 전문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벤트의 개

념을 정립하고, 이론적 지식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이벤트 분야에 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이벤트의 개념과 분류, 학문적 성격을 습득한다.

2. 이벤트의 성장요인과 발달배경에 대해 이해한다.

3. 현대사회에 미치는 이벤트의 직.간접 효과를 파악한다.

4. 이벤트기획의 단계별 중점사항을 학습한다.

5. 이벤트 조직인사, 마케팅, 재무관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6.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이벤트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직접 기획,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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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과정 안내

2. 강의목표 : 학습과정 강의전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이벤트원론 과목의 필요성 제시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

1. 강의계획서 배포, 안

내

2. 과제물 안내

- 주제: 이벤트의 유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사례조사 발표

- 제출: 6주차

- 발표: 9~12주차

- 평가항목: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

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이벤트의 개념

2. 강의목표 : 이벤트의 어원과 개념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이벤트의 어원

 - 이벤트 단어에 대한 어원을 통해 기본 개념을 이해

한다.

 2) 이벤트의 개념

 - 현대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벤트의 개념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질의응답을 통해 이벤트에 대한 사전 이해도를 파악

하고,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

용하여 교과목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28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의 어원과 

의미

 2) 개념적 접근

 - 학문적 접근

 - 산업분야별 접근

 3) 이벤트의 

구성요소와 특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이벤트의 분류와 학문적 성격

2. 강의목표 : 다양한 이벤트의 분류와 학문으로서의 이

벤트학의 성격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의 분류

 -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벤트의 유형과 그 밖

에 해외 분류를 알아보고 다른 분류기준에 따른 이

벤트의 유형을 학습한다.

 2) 이벤트학의 학문적 성격

 - 학습자들이 배우게 될 이벤트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

구동향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41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목적에 따른 

분류

 2) 프로그램 분류

 3) 기타분류

 4) 학문으로서의 

이벤트

 5) 연구동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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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이벤트의 발달배경

2. 강의목표 : 현대이벤트의 성장요인

3. 세부내용 :

 1) 경제적 영향요인

 - 이벤트의 성장요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2) 문화적 영향요인

 - 이벤트의 성장요인을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

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50~54

2. 주교재 목차

 1) 경제적 요인

 - 경제발전, 소득증가

 - 노동시간단축, 

여가시간증가

 - 지역.국가경제 활성화

 2) 문화적 요인

 - 여가선호다양화

 - 관광형태변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이벤트의 발달배경

2. 강의목표 : 현대이벤트의 성장요인

3. 세부내용 :

 1) 사회적 영향요인

 - 이벤트의 성장요인을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2) 인구통계적 영향요인

 - 이벤트의 성장요인을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살펴본

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

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54~58

2. 주교재 목차

 1) 사회적 요인

 - 교육수준향상

 - 국제교류증가

 - 정보교류장 필요 및 

교통수단발달

 2) 인구통계적 요인

 - 직업분포변화

 - 민족다원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이벤트의 발달배경

2. 강의목표 : 이벤트의 발달과정 

3. 세부내용 :

 1) 우리나라의 발달과정

 - 우리나라의 시대별 이벤트 발달과정에 대하여 학습

한다.

 2) 외국의 발달과정

 - 외국의 발달과정을 서구, 일본으로 나누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

하고,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

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58~71

2. 주교재 목차

 1) 우리나라 발달과정 

 - 이벤트기원

 - 이벤트 발전

 - 시대별 발달과정

 2) 일본, 서구의 

발달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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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이벤트관광의 개념

2. 강의목표 : 관광이벤트와 이벤트관광의 차이 파악

3. 세부내용 :

 1) 세계관광의 추이

 -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관광의 흐름을 이해

한다.

 2) 이벤트관광의 개념

 - 관광학자들과 이벤트학자들과의 입장차이에 따른
관광이벤트와 이벤트관광의 차이 파악을 통해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관련 사례설명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질의응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7~81

2. 주교재 목차

 1) 세계관광의 추이

 2) 이벤트관광의 개념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특수목적관광과 이벤트 

2. 강의목표 : 특수목적관광 산업에서의 이벤트 위치를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특수목적관광의 개념

 2) 특수목적관광 수단으로서의 이벤트

 3) 특수목적관광의 분류

 - 특수목적관광의 개념 정립을 통해 이벤트 현황과 특

수목적관광의 분류에 대하여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 및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

부 이론을 강의하고,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91

2. 주교재 목차

 1) 특수목적관광의 

개념

 2) 특수목적관광과 

이벤트

 3) 특수목적관광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이벤트와 관광산업

2. 강의목표 : 이벤트와 관광산업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와 관광산업의 역할

 2) 지역축제, 국제회의, 산업전시등의 이벤트별 관광산

업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

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92~97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와 

관광산업의 역할

 2) 이벤트별 

관광산업의 역할

 - 지역축제

 - 국제회의

 - 산업전시이벤트

 - 인센티브여행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 5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이벤트의 긍정적 효과

2. 강의목표 : 이벤트의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 학습

3. 세부내용 :

 1) 경제적 효과

 - 이벤트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의 직.간접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사회, 문화적 효과

 - 이벤트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

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4~109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의 일반적 

효과

 -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 이벤트의 사회,문화적 

효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이벤트의 부정적 효과

2. 강의목표 : 이벤트의 긍정의 효과 이면에 있는 부정

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의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

 - 이벤트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

에 대하여 살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관련 사례를 활용하여 세

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9~112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의 부정적 

효과

 - 행정력 손실

 - 교통혼잡

 - 사고발생 증가

 - 도시과밀, 인구증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관광과 이벤트 효과

2. 강의목표 : 관광산업에 미치는 이벤트의 효과에 대하

여 살펴본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의 관광매력도 및 관광자원 확충효과

 - 이벤트가 관광매력도에 미치는 향상효과와 관광자원 

확충효과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양질의 관광수요 확보와 계절성 극복

 - 양질의 관광수요 확보효과를 주는 이벤트와 비수기

문제의 극복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에 대하여 살펴본

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비유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3~119

2. 주교재 목차

 1) 관광매력도 

향상효과

 2) 관광자원 확충효과

 3) 양질의 관광수요 

확보효과

 4) 계절성문제의 극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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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이벤트 사업계획 수립

2. 강의목표 : 이벤트의 목적설정부터 평가까지의 8단계

를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 사업계획 단계별 개념 이해

 - 이벤트 사업계획에 필요한 8단계를 각 단계별로 기

본 개념을 이해한다.

 2) 이벤트 개최목적 설정

 - 사업계획의 첫 번째 단계인 이벤트 개최목적 설정방

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3~139

2. 주교재 목차

 1) 전략적 계획과 

개최목적

 - 이벤트계획 수립과정

 - 개최목적 설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이벤트 개최 환경분석

2. 강의목표 : 목표설정을 위한 중요단계인 환경분석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swot 분석의 개념

 2) 통제불가능한 외부환경분석의 이해

 3) 통제가능한 내부환경분석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사례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0~147

2. 주교재 목차

 1) 환경분석의 개념

 2) 외부환경 분석

 3) 내부환경 분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목표설정과 기본계획수립

2. 강의목표 : 환경분석을 통한 이벤트의 목표설정과 기

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시장조사를 통한 목표설정

 - 이벤트의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 전반적인 이벤트 시

장조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기본계획 수립

 - 이벤트 사업계획의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의 범

위를 파악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통해 세부 이론을 강의하

고,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이해하게 하여 학습자의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7~161

2. 주교재 목차

 1) 목표설정을 위한 

시장조사

 2) 목표설정

 3) 기본계획수립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제출 안내



- 7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이벤트 조직

2. 강의목표 :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조직구성의 개념

 2) 일반적인 운영조직의 유형

 -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운영조직

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벤트 분야별 운영조직 

 - 각각의 이벤트 유형별로 나타나고 있는 운영조직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사례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0~181

2. 주교재 목차

 1) 조직구성의 의의

 2) 이벤트 운영조직의 

유형

 3) 주요 구성조직

 4) 분야별 이벤트 

운영조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이벤트 관리자

2. 강의목표 : 이벤트 관리자의 자격과 리더십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 관리자의 개념

 2) 이벤트 관리자의 자격

 3) 이벤트 관리자와 리더십

 - 이벤트 산업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과 여라가지 리더

십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통해 세부 이론을 강의하

고,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

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89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 관리자의 

개념

 2) 이벤트 관리자의 

자격

 -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 관리자의 산업지식

 3) 이벤트 관리자와 

리더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이벤트조직 인사관리

2. 강의목표 : 이벤트 사업의 완성도 높은 성과를 위한 

인재선발과 관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 인사관리 과정

 2) 이벤트 산업에 필요한 인재의 모집과 선발 과정

 3) 선발된 인재의 훈련 및 교육

 4) 내부직원들의 동기부여와 현장 자원봉사자 관리방

안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통해 세부 이론을 강의하

고, 이벤트 현장에서의 인재선발 성공사례와 실패사

례를 통하여 학습자와의 토론을 통해 수업내용의 중

요성을 알게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196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 인사관리 

과정

 2) 모집과 선발

 3) 훈련 및 교육

 4) 동기부여

 5) 자원봉사자 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중간고사 응시안내

3. 과제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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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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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이벤트 마케팅관리

2. 강의목표 : 이벤트 마케팅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

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 마케팅의 정의

 - 마케팅수단으로서의 이벤트가 아닌 이벤트 마케팅의 

정의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이벤트 마케팅의 표적그룹

 3) 이벤트 마케팅의 필요성과 주요활동에 대한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통해 세부 이론을 강의하

고,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 

설명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게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3~209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 마케팅의 

정의

 - 일반적인 정의

 - 이벤트에서의 정의

 2) 이벤트 마케팅의 

표적그룹

 3) 이벤트 마케팅의 

필요성

 4) 이벤트 마케팅의 

주요활동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이벤트시장의 STP

2. 강의목표 : 이벤트 시장의 시장세분화, 표적시장, 포

지셔닝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 시장세분화의 개념

 2) 시장세분화 변수

 - 이벤트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세분

화 변수를 파악한다.

 3) 표적시장 결정과 포지셔닝 전략 학습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사례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9~224

2. 주교재 목차

 1) 시장세분화의 개념

 2) 이벤트 시장세분화 

변수

 - 지리적

 - 인구통계학적

 - 심리적

 - 추구편익

 3) 표적시장 결정과 

포지셔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이벤트 마케팅 믹스

2. 강의목표 : 무형재인 이벤트의 마케팅 믹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 마케팅 믹스의 개념

 2) 상품으로서의 이벤트 이해

 3) 이벤트의 입장료 결정과 유통방법 이해

 4) 이벤트를 활성하기 위한 촉진믹스 학습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사례를 활용하여 세부 이

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5~239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 마케팅 

믹스의 개념

 2) 상품으로서의 

이벤트

 3) 이벤트의 입장료 

결정

 4) 이벤트 입장권 유통

 5) 이벤트의 촉진믹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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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이벤트 운영

2. 강의목표 : 이벤트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현장에서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이벤트 참가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프

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2) 이벤트 행사장 운영

 - 1회성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행사장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파악한다.

 3) 현장 서비스 관리방안

 - 이벤트 현장의 안전관리, 대기행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실제사례를 들어 학습자의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99~315

2. 주교재 목차

 1) 프로그램 운영

 - 기획

 - 구성

 - 관리

 2) 행사장 운영

 - 구성요소

 - 운영관리

 - 방문객 서비스

 3) 서비스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이벤트 프로그램 연출

2. 강의목표 : 여러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이루어지는 

이벤트 프로그램 연출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프로그램 연출 구성요소

 2) 이벤트 현장 공간연출

 3) 이벤트 프로그램의 연출에 필요한 기술요소

 4) 기타 프로그램 출연자 관리방안 학습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관련 사례를 활용하여 세

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16~321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 프로그램 

구성요소

 2) 공간연출

 - 행사장 선택

 - 무대, 객석

 3) 연출의 기술요소

 - 조명, 음향, 특수효과

 4) 출연자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이벤트 평가

2. 강의목표 : 평가에 대한 개념 이해와 효율적인 이벤

트 평가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이벤트 평가의 개념

 2) 평가방법

 -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벤트의 평가방법

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사례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322~327

2. 주교재 목차

 1) 이벤트 평가의 개념

 - 개념과 목적

 - 평가시기

 - 평가내용

 2) 이벤트 평가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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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축제이벤트

2. 강의목표 : 축제이벤트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축제이벤트의 기원 및 정의

 2) 우리나라 축제문화의 발전과정

 3) 축제이벤트의 특성 및 여러 가지 분류기준에 따른 

축제이벤트의 종류에 대하여 학습

 4) 관광산업에서의 주요한 축제이벤트의 역할과 직.간

접적 효과에 대한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333~358

2. 주교재 목차

 1) 축제이벤트의 기원 

및 정의

 2) 우리나라 

축제문화의 발전과정

 3) 축제이벤트의 특성 

및 분류

 4) 관광산업에서의 

축제이벤트의 역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축제이벤트

2. 강의목표 : 축제이벤트의 진행 및 운영, 관리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축제이벤트의 진행 및 구성

 - 축제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학

습한다.

 2) 축제이벤트의 운영 및 관리, 마케팅

 - 축제이벤트 업무의 운영방법 및 관리, 마케팅 방안

에 대하여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사례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8~372

2. 주교재 목차

 1) 축제이벤트 진행

 2) 축제이이벤트 구성

 3) 축제이벤트 육성

 4) 축제이벤트 업무의 

운영.관리

 5) 축제이벤트 마케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축제이벤트

2. 강의목표 : 축제이벤트이 향후 과제 대하여 학습한

다.

3. 세부내용 :

 1) 축제이벤트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축제이벤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

여 논의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로 강의하고 논문과 기사뉴스

에 나와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72~374

2. 주교재 목차

 1) 축제이벤트 문제점

 - 유사한 프로그램 

구성

 - 시설 및 서비스 미흡

 - 유사축제 중복개최

 - 개최시기의 편중

 2) 축제이벤트의 

발전방안

 -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 차별화된 서비스

 - 선택과 집중

 - 개최시기 조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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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회의이벤트

2. 강의목표 : 회의이벤트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회의이벤트의 개념과 발전배경에 대해 학습

 2) 회의이벤트 분류 파악

 - 회의 진행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 회의이벤

트에 대하여 이해한다.

 3) 회의이벤트와 관관산업과의 역할관계 및 효과 학습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사례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379~388

2. 주교재 목차

 1) 회의이벤트 개념

 2) 회의이벤트 

발전배경

 3) 회의이벤트 분류

 4) 회의이벤트와 

관관산업과의 

역할관계 및 효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회의이벤트

2. 강의목표 : 효율적인 회의이벤트 운영관리방안에 대

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회의이벤트 장소선정

 2) 프로그램 기획 및 연회,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이

해

 3) 회의이벤트와 같이 진행되는 전시회 및 특별행사에 

대한 이해

 4) 회의참가자들에 대한 수송 및 관광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관련 사례를 활용하여 세

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89~401

2. 주교재 목차

 1) 회의이벤트 

장소선정

 2) 회의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3) 회의이벤트 연회 및 

식음료

 4) 회의이벤트와 

전시회

 5) 회의이벤트 

특별행사

 6) 수송 및 관광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회의이벤트

2. 강의목표 : 회의이벤트의 향후 과제 대하여 학습한

다.

3. 세부내용 :

 1) 회의이벤트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과거 진행되어진 회의이벤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산업동향과 그 시장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

리가 대처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로 강의하고 논문과 기사뉴스

에 나와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01~402

2. 주교재 목차

 1) 회의이벤트 문제점

 2) 미래의 회의이벤트 

방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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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산업전시이벤트

2. 강의목표 : 산업전시이벤트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

다.

3. 세부내용 :

 1) 산업전시이벤트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해 학습

 2) 산업전시이벤트의 특성과 분류 

 - 다른 이벤트에 비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산업

전시이벤트의 특성과 분류에 따른 종류를 파악한다.

 3) 산업전시이벤트의 기구 및 조직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

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07~429

2. 주교재 목차

 1) 산업전시이벤트의 

개념

 2) 산업전시이벤트의 

발달과정

 3) 산업전시이벤트의 

특성

 4) 산업전시이벤트 

분류

 5) 산업전시이벤트 

기구 및 조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산업전시이벤트

2. 강의목표 : 효율적인 산업전시이벤트 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산업전시이벤트의 업무흐름과 기획과정

 2) 산업전시이벤트 참가업체 모집방법과 참가비 결정

 3) 산업전시이벤트의 여러 가지 부스배정 방법과 철거

에 대한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관련 사례를 활용하여 세

부 이론을 강의하고, 사례활용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0~449

2. 주교재 목차

 1) 산업전시이벤트 

업무흐름

 2) 산업전시이벤트 

기획과정

 3) 전시업체 모집

 4) 참가비 결정

 5) 부스배정

 6) 철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산업전시이벤트

2. 강의목표 : 산업전시이벤트의 향후 과제 대하여 학습

한다.

3. 세부내용 :

 1) 산업전시이벤트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우리나라 산업전시이벤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산업동향과 그 시장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대처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로 강의하고 논문과 기사뉴스

에 나와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49~453

2. 주교재 목차

 1) 산업전시이벤트의 

문제점

 2) 산업전시이벤트 

향후과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과제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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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스포츠이벤트

2. 강의목표 : 스포츠이벤트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스포츠이벤트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학습

 2) 스포츠이벤트의 특성과 분류 

 -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스포츠이벤트

의 특성과 분류에 대하여 파악한다.

 3) 스포츠이벤트와 관광산업과의 역할관계 및 효과 학

습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

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58~469

2. 주교재 목차

 1) 스포츠이벤트 개념

 2) 스포츠이벤트 역사

 3) 스포츠이벤트 특성

 4) 스포츠이벤트 분류

 5) 스포츠이벤트와 

관광산업과의 

역할관계 및 효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스포츠이벤트

2. 강의목표 : 효율적인 스포츠이벤트 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스포츠이벤트의 조직과 운영관리 방안 학습

 2) 스포츠이벤트의 마케팅 관리 방안

 3) 스포츠이벤트의 평가에 대한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관련 사례를 활용하여 세

부 이론을 강의하고, 사례활용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70~475

2. 주교재 목차

 1) 스포츠이벤트 

조직관리

 2) 스포츠이벤트 

운영관리

 3) 스포츠이벤트 

마케팅관리

 4) 스포츠이벤트 평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스포츠이벤트

2. 강의목표 : 스포츠이벤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학

습한다.

3. 세부내용 :

 1) 현대사회의 주요 스포츠이벤트

 2) 향후 스포츠이벤트 개발종목에 관한 논의

 3) 미래의 스포츠이벤트 방향성에 대한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로 강의하고 논문과 기사뉴스

에 나와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76~490

2. 주교재 목차

 1) 현대의 주요 

스포츠이벤트

 - 대형 스포츠이벤트

 - 중.소형 스포츠이벤트

 2) 향후 스포츠이벤트 

개발종목

 3) 미래의 

스포츠이벤트 방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기말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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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4 주

1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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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문화공연이벤트

2. 강의목표 : 문화공연이벤트에 대한 개념과 특성에 대

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문화공연이벤트의 개념과 분류

 2) 문화공연이벤트의 구성요소와 특성

 - 다른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공연이

벤트를 구성하는 요소와 특성을 파악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

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

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95~503

2. 주교재 목차

 1) 문화공연이벤트의 

개념

 2) 문화공연이벤트의 

분류

 3) 문화공연이벤트의 

구성요소

 4) 문화공연이벤트 

사업의 특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레크리에이션 이벤트

2. 강의목표 : 레크리에이션 이벤트의 정의 및 효과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레크리에이션의 정의 및 발전환경에 대한 이해

 2) 레크리에이션 이벤트의 종류와 효과

 3) 레크리에이션 이벤트의 구성요소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관련 사례를 활용하여 세

부 이론을 강의하고, 사례활용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504~511

2. 주교재 목차

 1) 레크리에이션의 

어원 및 정의 

 2) 레크리에이션 

발전환경 요소

 3) 레크리에이션 분류

 4) 레크리에이션 효과

 5) 레크리에이션 

이벤트의 구성요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이벤트원론 총정리

2. 강의목표 : 한학기 동안 진행된 이벤트원론의 핵심내

용 재정리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 이벤트원론 주교재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이벤트산업의 현장

사례연구를 통해 이벤트학 수업의 중요성을 인지한

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로 강의하고 논문과 기사뉴스

에 나와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전체내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

용

2. 성적열람기간, 방법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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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 강의교안, 통계자료, 시각적 PPT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2.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3.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4. 개별/조별토론

- 교과목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개별/조별 토론을 진행하

여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5.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과 발표를 수업시

간에 접목하여 적극적인 학생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식으로 수

업 참여를 유도한다.

- 수업 내용에 따라 사진 및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학습한 이론과 비

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6. 과제 발표

- 이벤트분류에 관한 수업 후 이벤트의 유형중 한가지 선택하여 사례

조사 발표하여 반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발표

역량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 이경모-2018-이벤트학원론-백산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자료 및 각종 뉴스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교안을 작성함으로써 교재

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자료

 - 학습과정 및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연계되는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을 발표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례를 접하도록 활용한다.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서 샘플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