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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외식인적자원관리

교 재 김의근 외-2018-호스피탈리티 인적자원관리론-백산

학 점 3

강 의 시 간 3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외식산업은 인적집약산업으로써 종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며,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식산업에서의 성

패가 좌우된다. 그러므로 인적 자원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여 외식산업에서 목표달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

적자원관리 방안과 인적자원관리 계획 등을 학습하여 효율

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학습하여야 

한다. 본 교과목은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직원의 직무분석 

및 평가 방법, 채용 기준 및 면접방법, 교육·훈련, 경력개발, 

인사고과 방법, 임금관리, 복리후생제도, 동기부여, 이직관리, 

의사소통 및 리더십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식산

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외식산업에서 경쟁력과 차별화된 인적관리시스템

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외식산업은 규모의 증대와 함께 인적자원관리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을 파악하여 목표달성과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안과 인적자원관리 계획 

등을 학습하여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관리활동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조직의 특성과 다양화 요인과 추세를 이해한다.

3. 유형별 사례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방안을 모

색한다.

4. 직무관리와 직무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직무

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내용과 양식을 이해한다.

5. 모집, 선발, 배치관리의 절차를 이해하고, 효율적 배치관

리에 대해 학습한다.

6. 교육훈련, 경력개발, 인사관련 요소에 대해 학습한다.

7.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인적자원의 확보, 유지, 

활용, 개발을 위한 계획적인 관리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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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전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외식인적자원관리 과목의 중요성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사례 보고서

 - 제출 : 15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2. 강의목표 : 
 -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목적, 중요성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 정의, 발전과정, 목표
  2) 인적자원관리의 목적과 중요성
   - 목적, 중요성
  3) 인적자원관리의 기능
4. 수업방법 : 
 -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목적, 중요성을 교재와 교안을 활

용하여 설명한다. 동영상 자료 시청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
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30

2. 주교재 목차
1) 인적자원관리
 - 인적자원관리의 전반적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3

1. 강의주제 : 
 - 인적자원관리활동
2. 강의목표 : 
 -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개념 및 전략적 인적자원관리활동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인적자원관리활동
   - 정의,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계획수립과정
  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활동
   - 개념, 전략수립 및 수행과정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32~33

2. 주교재 목차
1) 인적자원관리
 - 인적자원관리활동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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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조직관리
2. 강의목표 : 조직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조직의 정의
  - 정의, 학자별 정의
  2) 조직의 특성
  3) 조직관리의 변화와 발전과정
  - 변화, 이론적 발전과정
  4) 조직관리의 영향요인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9~45

2. 주교재 목차
1) 조직관리
 - 조직의 정의
 - 조직의 특성
 - 조직관리의 변화와 발

전과정 
 - 조직관리의 영향요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조직관리
2. 강의목표 : 호텔조직의 다양화 요인과 추세
3. 세부내용 :
  1) 호텔조직의 다양화 요인
  - 입지 및 서비스형태
  - 객실수, 소유형태
  - 경영방식, 경영자의 배경과 교육수준
  2) 호텔조직의 특성
  - 직계조직
  - 기능조직
  - 고객접촉여부에 따른 조직
  - 수익발생과 비용발생에 따른 조직
  - 직무책임에 따른 조직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9~54

2. 주교재 목차
1) 호텔조직의 다양화 요

인과 추세
 - 호텔조직의 다양화 요

인
 - 호텔조직의 특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조직관리
2. 강의목표 : 호텔조직의 다양화 요인과 추세
3. 세부내용 :
  1) 호텔조직관리의 추세
  - 영업부문별 특성화
  - 지배인제도에 따른 조직화
  - 판촉부서의 조직강화
  - 기획심사부서의 강화
  - 표준화된 매뉴얼, 업무분장의 명문화
  2) 호텔조직도
  - 조직도, 대규모 호텔조직도 상의 직위 및 부서별 업무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도표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49~54

2. 주교재 목차
1) 호텔조직의 다양화 요

인과 추세
 - 호텔조직관리의 추세
 - 호텔조직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특급호텔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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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인적자원계획
2. 강의목표 : 인적자원계획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인적자원계획의 개요
  - 정의, 필요성
  2) 인적자원계획수립 시 환경요인
  - 외부환경요인
  - 내부환경요인
  3) 인적자원계획수립의 3차원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교안을 활용하여 세부 내용

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9~64

2. 주교재 목차
1) 인적자원계획
 - 인적자원계획의 전반적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인적자원계획
2. 강의목표 : 인적자원계획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인적자원 소요계획 수립과정
   - 수요예측
   - 공급분석
   - 수요와 공급의 균형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교안을 활용하여 세부 내용

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5~70

2. 주교재 목차
1) 인적자원계획
 - 인적자원 계획의 전반

적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정원관리
2. 강의목표 : 정원관리의 개념 이해
3. 세부내용 :
  1) 정원관리의 정의
  - 최적의 적정인원 관리 필요성
  2) 정원관리의 중요성
  - 합리적 정원 관리의 필요성
  3) 정원계획수립
  - 정원과 예산계획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교안을 활용하여 세부 내용

을 강의하며, 실제 호텔 또는 외식기업의 규모별 사례자료
를 활용하여 예산과 매출, 정원관리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
여 정원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3~74

2. 주교재 목차
1) 정원관리
 - 정원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호텔 또는 외식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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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정원관리
2. 강의목표 : 정원관리의 개념 이해
3. 세부내용 :
  1) 정원의 종류
  - 조직정원, 법정정원, 설비정원, 정책정원, 비례정원
  2) 정원산정 시 고려사항
  -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방법
  3) 정원산정방법
  - 거시적 방법
  - 미시적 방법
  -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
  - 거시적⦁미시적 방법의 한계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4~79

2. 주교재 목차
1) 정원관리
 - 정원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직무관리
2. 강의목표 : 직무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직무관리의 정의
  2) 직무관리의 중요성
  3) 직무관리의 위치
  4) 직무관리체제의 변화
  5) 직무관련이론
  - 페퍼와 셀렌직의 욕구-만족 접근법
  -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84

2. 주교재 목차
1) 직무관리
 - 직무관리의 전반적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직무관리
2. 강의목표 : 직무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직무관련용어
  - 요소, 과업, 의무
  - 직위, 직무, 직급, 직책
  - 직군, 직업 또는 직종, 경력
  2) 요소, 과업, 직무, 직군의 연관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5~87

2. 주교재 목차
1) 직무관리
 - 직무관리의 전반적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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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직무관리
2. 강의목표 : 직무관리시스템의 이해
3. 세부내용 :
  1) 직무관리시스템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직무설계
  2) 직무분석
  - 개념, 정의
  - 6가지 직무분석 목적
  - 8가지 직무분석 포함내용
  - 직무분석 과정,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작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8~100

2. 주교재 목차
1) 직무관리
 - 직무관리 시스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직무관리
2. 강의목표 : 직무관리시스템의 이해
3. 세부내용 :
  1) 직무평가
  - 정의, 목적,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종합적 방법(비계량적 방법)
  - 분석적 방법(계량적 방법)
  2) 직무설계
  - 정의, 목적, 직무설계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2~104

2. 주교재 목차
1) 직무관리
 - 직무관리 시스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채용관리
2. 강의목표 : 채용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채용관리의 정의
  2) 채용관리의 중요성
  3) 채용관리의 문제점
  4) 채용관리의 새로운 추세
  - 관리측면의 개선, 선발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
  5) 채용관리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9~110

2. 주교재 목차
1) 채용관리
 - 채용관리의 전반적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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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주

1

1. 강의주제 : 채용관리
2. 강의목표 : 모집⦁선발⦁배치관리의 이해
3. 세부내용 :
  1) 모집관리
  - 정의, 중요성, 모집방법, 내부, 외부모집의 장단점
  - 다양한 모집관리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방법을 알아본

다.
  2) 선발관리
  - 정의, 중요성, 선발기준과 선발도구, 인재관 결정과 선발 

방법, 선발절차과정
  - 적합한 이재를 선발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한다
  3) 배치관리
  - 정의, 중요성, 원칙, 효율적 배치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1~123

2. 주교재 목차
1) 채용관리
 - 모집, 선발, 배치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인사고과제도
2. 강의목표 : 인사고과제도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인사고과제도의 개요
  -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
  2) 인사고과의 정의
  - 개인의 직무수행성과, 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관

리기능에 대한 이해
  3) 인사고과의 특징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설계의 방법
  4) 인사고과의 목적
  5) 인사고과의 중요성
  6) 전통적, 현대적 인사고과의 차이점
  7) 인사고과의 구성요소
4. 수업방법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7~131

2. 주교재 목차
1) 인사고과제도
 - 인사고과제도의 전반적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인사고과제도의 유형, 방법, 과정
2. 강의목표 : 인사고과자의 유형 이해
3. 세부내용 :
  1) 직속상사에 의한 평가
  2) 차상급자에 의한 평가
  3) 본인에 대한 평가
  4) 동료에 의한 평가
  5) 부하에 의한 평가
  6) 고객과 전문고과자에 의한 평가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3~137

2. 주교재 목차
1) 인사고과제도
 - 인사고과자의 유형, 방

법, 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중간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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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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고과제도
2. 강의목표 : 인사고과 방법과 과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이

해
3. 세부내용 :
  1) 인사고과방법: 선정요인, 유형
  2) 인사고과과정
  3) 인사고과의 문제점
  - 고과자의 문제점, 피고과자의 문제점, 고과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점, 사화, 문화적 특성에 의한 문제점
  4) 인사고과의 개선방향
  - 경영전략적 인사고과, 고과면접과 고과자의 훈련, 다양한 

평가의 시행, 인사권의 위임, 직급별 인사고과 내용과 배분
비율, 인사고과결과의 합리적 활용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7~153

2. 주교재 목차
1) 인사고과제도
 - 인사고과자의 유형, 방

법, 과정
 - 인사고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임금관리
2. 강의목표 : 임금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임금관리의 정의
  - 보상관리의 핵심인 임금에 대한 이해
  2) 임금의 형태
  - 경제적 임금, 참여적 임금, 사회적 임금
  3) 임금관리의 중요성
  - 구성원관점, 서비스기업관점, 사회적관점
  4) 임금관리의 목적과 체계
  - 목적, 체계
  5)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특징
  6) 임금관련용어
  - 임금 또는 급료, 기본급, 수당, 장려금, 급료, 통상임금, 평

균임금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7~164

2. 주교재 목차
1) 임금관리
 - 임금관리의 전반적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임금관리
2. 강의목표 : 임금관리과정의 이해
3. 세부내용 :
  1) 임금관리과정
  - 임금수준관리, 임금체계관리, 임금형태관리
  2) 임금결정요인과 임금결정과정
  3) 임금수준
  - 특정한 국가, 산업, 기업, 직무 등의 1인당 평균임금의 정

도
  4) 임금격차
  -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
  5) 임금체계
  - 정의, 특징, 기준, 기본임금의 유형
  6) 임금형태
  - 시간급제, 성과급제, 연봉급제에 대한 이해
  7) 합리적 임금관리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5~179

2. 주교재 목차
1) 임금관리
 - 임금관리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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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인사이동
2. 강의목표 : 인사이동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인사이동의 정의
  2) 인사이동의 종류
  - 배치전환, 승진, 승급, 징계, 이직
  3) 인사이동의 목적
  - 직무수행능력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법
　4) 인사이동의 원칙
  - 적재적소 원칙, 적정인력주의 원칙
  - 능력주의 원칙, 인재육성주의 원칙
  - 균형주의 원칙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3~187

2. 주교재 목차
1) 인사이동
  - 인사이동의 전반적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인사이동
2. 강의목표 : 배치전환관리 이해
3. 세부내용 :
  1) 배치전환의 전반적 이해
  - 정의, 목적, 유형
  - 적재적소 원칙을 적용한 수평적 인사이동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2) 배치전환관리의 계획수립과 방침
  - 계획수립, 방침
  - 구성원 규모에 따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8~192

2. 주교재 목차
1) 인사이동
 - 배치전환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인사이동
2. 강의목표 : 승진관리의 이해
3. 세부내용 :
  1) 승진관리의 전반적 이해
  - 승진과 승급, 정의와 역할, 원칙과 기준
  2) 승진제도의 유형
  - 연공승진제도, 직능자격승진제도, 직위 승진제도, 역직승

진제도, 대용승진제도, 조직변화승진제도
  3) 승진관리계획수립
  -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포함되어야 할 내용
  4) 승진관리과정
  - 승진관리과정, 승진평가기준과 배점, 직위별 승진기준연

한
  5) 승진관리제도의 성공적 운영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6~205

2. 주교재 목차
1) 인사이동
 - 승진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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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인사이동
2. 강의목표 : 징계관리와 이직관리
3. 세부내용 :
  1) 징계관리의 전반적 이해
  - 징계의 의의, 징계의 목적, 징계권 행사의 기본원칙, 징계

대상행동
  2) 징계의 종류, 과정 및 가중조치
  - 종류, 과정, 가중조치
  3) 이직관리의 전반적 이해
  4) 자발적 이직관리
  5) 비자발적 이직관리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9~222

2. 주교재 목차
1) 인사이동
 - 징계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교육훈련관리
2. 강의목표 : 교육훈련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교육훈련관리의 전반적 이해
  - 개념, 정의, 목적, 필요성, 연대별 변화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습득, 향상과정의 이해
  2)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개발과정
  - 구성원, 장소, 내요에 따른 적합과정 개발
  3) 교육훈련 프로그램
  - 사내교육훈련 : 신입, 계츨, 분야에 따른 교육
  - 사외교육훈련 : 종류별 사외교육
  4) 교육훈련의 장단점 비교
  5)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과 역할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9~231

2. 주교재 목차
1) 교육훈련관리
 - 교육훈련관리의 전반적 

이해
 -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시청: “스타벅스

CEO: 고객은 2위다.”
 - 동영상 시청: “크라제버

거 사원 교육 영상”

3

1. 강의주제 : 교육훈련관리
2. 강의목표 : 교육훈련 전개과정 이해
3. 세부내용 :
  1) 필요성 분석과 문제점 확인
  2) 목표확인 및 설정
  - 피교육자의 반응, 필요지식의 습득여부 목표, 직무수행의 

행동변화목표, 성과중심의 목표설정
  3) 목표수준 설정
  4) 피교육자 선발과정
  5) 피교육자 사전테스트과정
  6) 교육훈련방법의 선택
  - 강의식, 토론, 관찰, 사내훈련, 사례연구, 역할연기, 감수성 

훈련, 모의연습
  7) 실시과정
  8)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9~249

2. 주교재 목차
1) 교육훈련관리
 - 교육훈련 전개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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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경력개발관리
2. 강의목표 : 경력개발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경력개발관리의 정의
  2) 경력개발의 목적
  - 자아실현 욕구충족, 조직의 목표달성과 유효성 향상을 통

해 시너지 효과 창출
  3) 경력개발의 중요성
  4) 경력개발의 필요성:
  - 개인적 관점, 조직적 관점
  5) 경력개발의 원칙과 기대효과
  - 6가지 원칙
  - 기대효과 : 개인적 관점 및 조직적 관점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5~258

2. 주교재 목차
1) 경력개발관리
 - 경력개발관리의 전반적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경력개발관리
2. 강의목표 : 경력개발계획
3. 세부내용 :
  1) 경력개발계획의 정의
  2) 경력개발계획과정
  - 개인희망경력단계, 조직계획단계
  - 경력상담 단계, 경력목표 설정단계
  - 경력경로 설정단계, 경력개발단계
  - 성과분석과 조정단계
  3) 경력개발제도의 이론적 모형
  - 개인차원의 경력개발 모형(상향적/하향적)
  -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의 통합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60~268

2. 주교재 목차
1) 경력개발관리
 - 경력개발계획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경력개발관리
2. 강의목표 : 경력관리의 이해
3. 세부내용 :
  1) 생애경력관리
  - 경력관리 : 초기, 중기, 후기
  2) 경력관리 지원제도
  - 사내공모제도, 멘토제도
  - 경력상담제도, 직무순환제도
  - 후임자양성제도, 파견제도
  - 코칭제도
  3) 조직차원의 성공적 경력관리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69~274

2. 주교재 목차
1) 경력개발관리
 - 경력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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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인간관계관리
2. 강의목표 : 인간관계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인간관계관리의 정의
  - 높은 사기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활동
  2) 인간관계관리의 중요성
  3) 인간관계관리의 기초이론
  - 과학적 관리법 ; 테일러 시스템
  - 호오손 실험 : 테일러 시스템의 보완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1~279

2. 주교재 목차
1) 인간관계 관리
 - 인간관계관리의 전반적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인간관계관리
2. 강의목표 : 인간관계이론 이해
3. 세부내용 :
  1) 인간관계이론의 발전
  - 관계적 행동과학 및 의사결정 행동과학의 대표적 학자
  2) 동기부여
  - 전통적 동기부여이론 : 매슬로우, 맥그리거, 허즈버거, 앨

더퍼, 맥클러랜드 이론에 대한 이해
  - 현대적 동기부여이론 : 애덤스, 브룸, 로울러와 포터 이론

에 대한 이해
  3) 리더쉽
  - 리더의 역할, 리더십이론 :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4) 커뮤니케이션
  - 유형 : 개인커뮤니케이션, 조직커뮤니케이션
  - 조직커뮤니케이션의 기능 : 경영활동기능, 관계증진기능, 

참여기능
  - 조직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 운영과 이점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1~302

2. 주교재 목차
1) 인간관계 관리
 - 인간관계이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인간관계관리
2. 강의목표 : 인간관계 기술의 주요 기법
3. 세부내용 : 
  1) 제안제도
  2) 인사상담제도
  3) 사기진작기법
  - 사기조사, 동기조사
  - 소시오메트리, 센시티비티 트레이닝, 무결점운동
  4) 커뮤니케이션 기법
  - 커뮤니케이션, 사내신문과 잡지
  - 브레인스토밍, 고충처리, 델파이 방법
  5) 리더십 트레이닝 기법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3~307

2. 주교재 목차
1) 인간관계 관리
 - 인간관계기술의 주요 

기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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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복리후생관리
2. 강의목표 : 복리후생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복리후생의 정의 및 도입목적
 - 복리후생제도가 왜 필요한지 알아본다.
  2) 복리후생제도의 운영방법과 영향요인
  3) 복리후생제도의 이점
 - 구성원과 조직 측면에서 갖는 이점을 확인한다.
  4) 전통적, 현대적 복리후생제도
 - 예산, 비용관리, 항목, 혜택 등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
  5)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구성원과 조직 측면에서 갖는 이점을 확인한다.
  6) 효과적 설계를 위한 고려요인
  - 조직성과와의 연관성, 맞춤형 목리후생제도
  -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 시행, 범위와 한계성 고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9~313

2. 주교재 목차
1) 복리후생관리
 - 복리후생관리의 전반적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mployees at In-N-Out 

say they're more 
satisfied than others at 
tech giants like Google 
& Microsoft.- www. 
businessinsider.com”

2

1. 강의주제 : 복리후생관리
2. 강의목표 : 복리후생관리의 유형
3. 세부내용 : 
  1)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
 - 법정 복리후생 :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법정 외 복리후생 : 조직에서 자율적 실시
  2) 합리적 운영관리원칙
 - 적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 협력성의 원칙, 차별화의 원칙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13~320

2. 주교재 목차
1) 복리후생관리
 -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노사관계관리
2. 강의목표 : 노사관계관리의 전반적 이해
3. 세부내용 :
  1) 노사관리의 개념 및 정의
  -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와 확장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2) 노사관계의 특징
  - 노사관계의 이중적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3)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 발전유형과 특징 : 전사적 관계, 온정적 관계, 근대적 관

계, 현대적 관계
  - 현대적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23~326

2. 주교재 목차
1) 노사관계관리
 - 노사관계관리의 전반적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기말고사 응시안내

3. 과제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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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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관리
2. 강의목표 : 노동조합
3. 세부내용 :
  1) 노동조합의 정의 및 목적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에 대한 이해
  2) 노동조합의 기능
  - 경제적 기능 : 경제적 이익과 권리 보장 기능
  - 공제적 기능 : 노동력 상실에 대비하는 기능
  - 정치적 기능 : 관계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27~329

2. 주교재 목차
1) 노사관계관리
 - 노동조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노사관계관리
2. 강의목표 : 노동조합
3. 세부내용 :
  1) 장단점 및 조직형태
  - 직종별,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적 조직형태에 대한 

이해
  3) 가입방식에 의한 구분
  - 유니온 샵 : 입사 시 자동 가입되는 방식
  - 오픈 샵 :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방식
  - 클로즈 샵 : 상호이해가 공통적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방

식
  - 에이전시 샵 : 조합원이 아니라도 회비를 징수하는 방식
  4) 노사 간의 바람직한 관계유지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28~330

2. 주교재 목차
1) 노사관계관리
 - 노동조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노사관계관리
2. 강의목표 : 노사관계제도
3. 세부내용 :
  1) 단체교섭제도
  - 정의 및 목적
  - 단체교섭대상과 단체교섭제외대상
  - 노동쟁의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의 실력행사 및 유형
  2) 경영참여제도
  - 정의 및 유형
  - 경영참여방법의 종류 : 직접경영참여 및 간접경영참여 방

법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노사관계관리의 합리적 방향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안을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31~338

2. 주교재 목차
1) 노사관계관리
 - 노사관계제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기간,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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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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참고자료,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3.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4. 조별토론

- 조별 간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토론 후 학습

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5.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과 발표를 수업

시간에 접목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식으로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 수업 내용에 따라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학습한 이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6. 과제 발표

-  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여 학

습자의 발표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1. 주교재

 - 김의근 외-2018-호스피탈리티 인적자원관리론-백산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인앤아웃 버거의 직원 만족에 대한 보도 자료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

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스타벅스 CEO(고객은 2위다), 크라

제 버거 사원교육 영상자료 등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

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호텔, 프랜차이즈 등 외식기업의 

조직형태 자료 등의 특화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