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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엔지니어 인증 필수선택 교과목>

글로벌 공학리더십(Global Engineering Leadership)

수업목표

  본 강의는 한국어 강좌이며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감성리더십을 목표로 한다. 감성리더십은 주위
의 사람, 즉 친구, 윗사람, 아랫사람, 가족 등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감성지능을 높이
고, 호감도를 높이고, 편안함 속에 Win-Win 하는 동기부여형 리더십이다. 이런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이론을 공부하는 것 뿐만아니라 실천을 하면서 체득하고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천 결과는 인터넷상
에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화상강의이지만 인터넷공간을 활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하는 교과목이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역량
을 배양하고, 감동적인 인생여정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카네기인간관계론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데일카네기 저, 최염순 역, 씨앗을뿌리는사람.

(2) L카네기 스피치 & 커뮤니케이션 (The Quick and Easy Way to Effective Speaking)

   데일 카네기 저, 최염순 역, 씨앗을뿌리는사람

(3) (참고문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 스티븐 코비 저, 김경섭역, 김영사

평가방법

  시험은 없으나, 실천하여야할 과제가 많다. 성적은 자기점수, 타인점수를 기반으로 한다.  수강생 자신이 
열심히 하여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자기점수라 칭하고, 다른 수강생들로 부터 호응을 얻어 받은 점수를 타인
점수라 칭한다.

자기점수로는 출석, 숙제 제출 일자, 올린 댓글 숫자, 올린 답글 숫자, 구두 발표 등이 있다. 그리고 타인점
수는 받은 댓글 숫자, 받은 답글 숫자, 받은 추천 숫자, 발표평가점수 등이 있다. 예로서 숙제를 게시판에 
올리면, 다른 수강생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의 숫자가 많으면 그 숙제의 내용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 추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리더십의 기본이다.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다.

자기점수는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점수이다. 그리고 타인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리더십 실천을 하여야 
한다. 이런 연습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의 리더십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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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의내용

1주차  행동유형 조편성_1
 행동유형 조발표

2주차  인간관계론 1, 2부 독후감 게시
 인간관계론 1, 2부 독후감 동영상 게시(조별)

3주차  인간관계론 1차 실천소감 게시

4주차  인간관계론 1차 실천소감 동영상 게시(개인별)

5주차  스피치 독후감 1부 게시
 조직행동 개요,

6주차  스피치 독후감 2, 3부 게시
 리더십 개요, 리더십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등

7주차  인간관계론 3,4부 독후감 게시
 리더십 스타일

8주차  인간관계론 3,4부 독후감 동영상 게시(조별)
 경청 및 공감

9주차  인간관계론 2차 실천소감 게시

10주차  스피치 독후감 1, 2, 3부 동영상 게시(조별)

11주차  인간관계론 2차 실천소감 동영상 게시(개인별)

12주차  인간관계론 3차 실천소감 게시

13주차  인간관계론 3차 실천소감 동영상 게시(개인별)
 실천결과 구두발표

14주차  MVP 투표 및 시상

15주차  종강

주차별 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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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참고사항

  수업진행방식은 도전이 필요한, 활동이 많은 참여 방식입니다. 전국 여러 대학이 참여하므로, 과제처리일 
등에도 수업을 하며, 국가공휴일 이외에는 무조건 수업을 합니다. 시험은 없지만, 과제 부담이 많고, 수업진
행 방식이 독특하여 새로운 도전정신이 요구됩니다. 강의계획서로는 수업방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www.leaderwiz.kr 공지사항의 자세한 수업 안내를 참고하시고, 과거의 수업후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적부여 외에 리더십실천상, MVP 등 개인별 조별 상장을 다수 수여한다. 상장은 영어로 작성되어 유학 및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leaderwiz.kr 에, id:guest., 비번:1234 로 로그인하여 공지사항을 보세요!

※ 글로벌엔지니어 인증과정은 공과대학생들의 글로벌역량 및 기본소양 향상을 위해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글로벌엔지니어 인증 필수과목 2, 필수선택 1, 자유선택 2 과목을 포함하여 4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게는 글로벌엔지니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글로벌엔지니어 인증 교과목은 국내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실시간 공동화상강의입니다. 각 대학의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며, 교과목명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홈페이지(www.gece.or.kr)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