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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학과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기여하는 홍보와 광고 분야의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고자 1997년 창과되었습

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와 치열한 마케팅 경쟁의 환경에서 전문성을 가진 홍보·광고 분야 전문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홍보와 광

고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여성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인재가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서 홍보광고학과는 홍보·광고학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 및 교육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Challenge with Passion
SINCE 1997

+ PR학회 ‘프로필’

홍보광고학과 PR학회 프로필은 미래의 PR 전문

가를 꿈꿉니다. <브랜드기획>, <PR 케이스스터디>, 

<미디어모니터링>, <PRAD WEEK 학술전시회>등

의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며, 여러 공모전에

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광고학회 ‘애드벌룬’

애드벌룬은 광고학회로, 매력적인 광고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광고상식PT>, <경쟁PT>, <기업탐방>, 

<광고 콘텐츠 제작>, <광고제>등 실무와 이론을 적

절히 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상학회 ‘비에스타’

영상학회인 비에스타는 증가하는 영상 콘텐츠 시

장에 발맞추어 영상에 대한 기본기와 제작기술 

등의 심화능력을 개발하며, 나아가 채널 운영 경

험을 통해 영상 제작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학회 ‘홍포터’

홍포터는 블로그 플랫폼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들

을 기획, 제작합니다. 콘텐츠 개발 능력 향상을 목

적으로 <광고레터 발간>, 학과 소모임 <문화의 날 

행사> 등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고교생 PRAD CAMP

홍보광고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여고생들

에게 홍보광고학과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개최하는 캠프입니다. 참가자들은 PR 및 광고

특강, 프레젠테이션 과제수행 등의 활동들을 멘토 

재학생들과 함께 경험하며, 1박 2일간 대학생활

을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과활동

 02-710-9734�

 prad@sookmyung.ac.kr

 http://prad.sookmyung.ac.kr

 진로설계 로드맵

▪�PR회사 AE, 광고대행사 AE, 광고 카피라이터, 미디어 

플래너, 대기업 마케팅 팀 브랜드 매니저, 홍보실 혹은 

대변인실 직원(기업, 공공 기관, 정부기관), 미디어렙 

직원, 마케팅 연구소 직원, 전문 리서처, 마케팅 컨설턴트, 

디지털마케팅기획자, CF 프로듀서, 이벤트(프로모션) 

플래너, 사내보·사외보 기획편집자, 홍보영상기획·제작

교과과정

 
균형적 교육과정

▪이론과 실습의 균형적인 배분

-  대표 교과목 : 광고카피라이팅, 그래픽커뮤니케이션, PR라이팅, 

PR캠페인실습, 영상광고기획실습, 프레젠테이션기법과실습, 

인쇄광고제작실습, 광고캠페인실습, 영상광고프로덕션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커리큘럼

▪47개의 전공과목 개설 : 디지털미디어 관련 교과목 신설

-  대표 교과목 : PR윤리와쟁점, 공공PR, 홍보광고창업론, 

검색광고와애드테크, 모바일마케팅, 소셜미디어전략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광고론, 홍보광고빅데이터분석, 리서치와데이터분석 등 

 
현장감각의 배양

▪�산학연계 브랜드 실습을 통한 실제 기획과 프로젝트 진행 

: 현업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임교수, 겸임교수, 홍보광고 

업계의 베테랑 실무자 중심의 강의

-  대표 교과목 : 브랜드커뮤니케이션전략, 설득커뮤니케이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광고심리학, 홍보광고빅데이터분석, 

기업PR론, 국제광고론, 광고와소비자행동, PR캠페인기획, 

산학연계브랜드전략실습, 위기관리론 등

입학전
학과에 적합한 학생  

▪ PR, 소통, 설득커뮤니케이션, 브랜드, 광고, 소셜미디어, 언론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학생

▪ 공익 캠페인에 관심을 가진 학생

▪협업을 즐기는 학생

▪ 창의성이 있는 학생

▪본인 생각을 타인 대상으로 설득시키는 능력을 가진 학생

 
준비사항

▪�학내 홍보/광고 동아리 활동,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학내 활동, 공익적 캠페인 

활동 참여

재학중

졸업 후 진로

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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