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우리나라 고 련 학과는 1980년 후반기 이후 산

업의 성장과 함께 양 으로 팽창을 거듭해 왔다. 고학

공을 운 하고 있는 4년제 학은 50여개이며, 고학,

언론정보학, 경 학, 심리학, 디자인 계열 등의 학과에서

고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재 각 학의교과

과정은 4차 산업 명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과목

이 개설되어 미래의 고 문가 자격에 부응하는 교육으

로는 합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고업계 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학에서 배출하는 인력 간의 미스 매

치 상이 발생하여 학교육의 신 변화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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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것이다[1,2].

인공지능, 로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 명시 를 맞이하여, 학의 고교육과정은 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3,4]. 4차 산업 명은 로 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 ,

지능 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 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5]. 4차 산업 명 시

의 학교육은 지 까지의 주입식 교육에서탈피하여 학

생들이 자유롭고 창의 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신

인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변화를모색해야 하

는 것이다. 최근 고학 분야의 연구는 미래 고교육을

한 새로운 방안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5,6].

4차 산업 명 시 에서 커뮤니 이션 방식은 인터넷,

모바일 통신과 소 트웨어 기술 심이 주도했던 3차 산

업 명시 와는달리 IoT, IoS,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

등 기계 심의 구조로 바뀌며 동일 분야의 융합에서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5,6].

구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 매체의 고시장 규모는

텔 비 , 라디오, 신문, 잡지, 옥외 등 심으로 한 통

매체 고시장을 넘어섰으며 디지털 고교육에 한 필

요성이높아지고있는 것이다. 4차산업 명시 에 어떤

형태의 새로운 고기술이 발달할 것인가에 해서는 학

계와 문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학의

고교육은 블록체인 고, 온라인 고, 모바일 고, 음 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고, 메타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와 웹서비스를 연동한 고, 리타겟 고, 비콘과 와이

이연동 고, 지역기반의쿠폰 고, AR과 VR에 기반

한 고 등 지 까지 고산업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기반 고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망된다[7,8].

본 연구는 4차산업 명 시 에 합한 학의 고교

육과정을 살펴보고, 산업계 실무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4차 산업 명시 에 합한 고교육의

신 교과과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고교육의 이해 당사자인 고 행사의 인사담당자, 신

입사원 교육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차 산업 명시 에 산업계 장에서 원하는

고학 고교육과정을 개발하기 한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과 고

4차 산업 명 시 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 에

따른 고매체 랫폼의 격한 진화에 합한 교육 그

리고 세계인을 상으로 한 신 인 아이디어와 창의력

을 바탕으로 한 크리에이티 의 요성이 강조된다[9].

기존의 고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과과정의

두가 실하다는 에 고학계와 고실무계는 이견이

없다.

고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문 인력을 심으

로 운 된다. 고산업의 3 이어인 고회사, 고

주, 그리고 매체사는 그동안에는 기획능력과 창의능력을

가장 요시 해 왔으나[9], 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

여 신기술의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 다. 디지털 시

에 어들면서 고산업은 과거와는 달리 미디어 랫

폼의 진화에 따라 ICT 기술에 기반한 산업의 역동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 로 어들었다[10-12]. 기존의

고 문 인력에 한 평가는 커뮤니 이션학, 심리학,

사회학, 경 학 등 사회과학 지식의 수 에서 평가되

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 기술, 생명과학 등 4차

산업의 주요 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13].

인터넷 출 으로 고산업은 통매체 시 의 고산

업과는 다른 생태계로 변모하 고, 블록체인 기술은

앙 집 구조의 인터넷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망된다. 온라인, 모바일 시 의 앙 집 인 구조를

변화시킬 분산형 구조의 블록체인 기술은 고산업의 비

즈니스 모델, 고회사의 구조,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

법 등을 포함해 모든 산업분야에 획기 인 향을 미칠

것이다[14].

4차 산업 명이 요구하는 인재는 모방형 인 자본 인

재에서 창조형 인 자본인재, 문제 해결형 인재에서 문

제 창조형 인재, 문지식형인재에서 융합형 인재, 개인

성과형 인재에서 계 성과형 인재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15]. 이에 따라 고산업계는 학 고학 교육은 통

방식에서 벗어나 로젝트 기반학습, 문제기반 학습,

창의융합 학습, 그리고 비 사고교육으로 신 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6].

3. 연 방법

3.1 조사대상 고대행사  조사대상  정

본 연구는 고교육의 이해당사자인 고 행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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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당자, 신입사원 교육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차 산업 명시 에 장에서

원하는 학 고교육과정을 개발하기 한 것이다. 설

문조사 상자인 업 고인 모집단은 2017년 방송 고

업실 을기 으로 상 100개 고 행사에서 인사담

당자와 교육담당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실무자로 하 다.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고 행사 매출액 상 50 고 행사에서는 최소 5

명, 50 에서 100 에 속하는 고 행사에서는 최소 2

명씩을 조사 상 표본으로 정하고 215명의 응답자 표본

을 확보하 다. 행사 규모별로 표본을 차등화한 이유

는 규모별로 근무 인원에 차이가 있는 을 보정하기

한 목 이었다. 직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2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최종 으로 121부를 회수

하 다. 회수율은 51.3%로 설문지 배포자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응답을 하 으며, 조사목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설문지는 회수되었고, 연구의 신뢰도는 검증되었

다.

3.2 조사방법과 문지 

조사를 실시하기 이 에 조사응답자로 최종 선정된

고 행사의 인사담당자, 신입사원 교육 경험이 있는

실무자에게 연구자가 직 화를 걸어 연구목 , 연구

내용, 연구의 요성 등에 해 설명을 한 이후에 응답

가능성에 해 문의하 다. 최종 선정된 고 행사의

인사담당자, 신입사원 교육 경험이 있는 실무자가 조사

응답이 어려울 경우 는 고 행사에 더 합한 실무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자를 별도로 추천받아 응답 여

부를 타진하 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응답으로 실시

되었으며, 업 고인 상 조사는 5월셋째 주부터시작

되어 6월 첫째 주까지 3주일 동안실시되었다. 설문지 배

포와 수거방법은 직 방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

으로 배포되고 수거되었다.

연구를 한 설문지 내용은 기본 으로 연구자가 4차

산업 명과 고교육에 한 련 문헌과이론을 기 로

하여 작성하 다. 1차 으로 작성된 설문지는 제일기획,

이노션, HS Ad, 홍기획 등 국내 주요 고 행사의 국

장 이상 문가를 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정과 보

완을 한 뒤에 최종 으로 설문에 사용될 설문지를 결정

하 다. 조사 상 고 행사의 규모별로 연구결과를 비

교하고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조사 상자가소속한

고 행사의 년도총 고비, 인원수, 주요 고주등 인

구통계학 질문을 포함하 다. 조사된 자료는 빈도분

석, 평균값, 집단간 평균값 비교 등을 이용하여 분석되었

다.

조사 상 고 행사의 매출액 규모별로 비교하기

하여 총 응답자 121명의 소속 고 행사 규모를 상 (55

명), (28명), 하 (38명)로 나 어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규모로 분류된 고 행사는 매출액 기 으로 상

1 부터 10 까지 10개 고 행사, 규모로 분류된

고 행사는 년도 매출액 기 상 11 부터 30

까지 20개 고 행사, 그리고 그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고 행사의 응답자들은 규모가 작은 고 행사로 분

류되었다.

4. 연 결과

4.1 대학 고학과 과과정  4차 산업혁명 시대 

비 정도

체 응답자 121명에 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

분의 고교육 련 문가들이 우리나라 학의 고교

육 교과내용은 4차 산업 명시 를 비하는데 만족스럽

지 못하다고 단하고 있었다. 체 응답자의 75%가 넘

는 90명이 매우 는 다소 부정 으로 답변하 으며, 단

지 응답자의 8.3%에 해당하는 10명 만이 다소 정

는 매우 정 이라고 답변하 고, 17.4%를 차지하는 21

명의 응답자는 보통이라고 답변하 다.

이 설문문항에 해 소속 고 행사의 규모별로 나

어 분석해본 결과, 고 행사의 규모에 계없이 모

든 집단의 응답이 우리나라 학 고교육의 4차 산업

명 시 고교육의 비정도에 하여 다소 부정 이

거나 매우 부정 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

가 가장 큰 고 행사에 소속된 응답자 55명 에서 10

명을 제외하고 45명의 응답자가 부정 으로 응답하 고,

그 에서 27명은 매우 부정 이라고응답하여 우리나라

학 고교육의 미래 비에 해 하지 못한 것으

로 단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55명의응답자 에서 단

지 3명 만이 다소 정 이리고 응답하 으며, 나머지 7

명은 보통 수 이라고 답변하 다.

규모가 간 수 에 속한 고 행사의 응답자들도

이 설문문항에 해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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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규모 수 에 포함된 체 28명의 응답자 에서

70%정도에해당하는 7명의 응답자들이 매우 부정 이라

고 응답하 고, 12명이 다소 부정 이라고 응답하여 부

정 이라는 응답의 비율이거의 70%를 차지하 다. 이에

비해 정 으로 응답한 문가는 매우 정 1명 그리

고 다소 정 2명으로 체 응답자의 10% 정도를 차지

하는 매우 낮은 수 이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 규모가 낮은 고 행사에 소속된

응답자들의 답변도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우리나라

학 고교육의 4차 산업시 비 정도에 하여 부정

으로 단하고 있었다. 체 38명의 응답자 에서

42.1%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소 부정 이라고 응답하

으며, 26.3%를 차지하는 10명은 매우 부정 이라고 응답

하여, 부정 응답의 비율이 거의 70%를 차지하 다. 매

출액 규모가 은 고 행사 소속 응답자 에서 정

으로 답변한 문가는 매우 정 1명 (2.6%), 그리고

다소 정 3명 (7.9%)로 정 답변은 10.5%에 불과

하 으며, 나머지 8명은 보통 수 으로 답변하 다.

Table 1. Prepa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College Advertising Curriculum

Size of
Advertising
Agencies

Prepa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College
Advertising Curriculum

Very
Positive

Somewh
at

Positive
Average

Somewhat
Negative

Very
Negative Total

Large
0

(0.0)
3

(5.5)
7

(12.7)
18

(32.7)
27

(49.1)
55

(100.0)

Medium
1

(3.6)
2

(7.1)
6

(21.4)
12

(42.9)
7

(25.0)
28

(100.0)

Small
1

(2.6)
3

(7.9)
8

(21.1)
16

(42.1)
10

(26.3)
38

(100.0)

Total
2

(1.7)
8

(6.6)
21

(17.4)
46

(38.0)
44

(36.4)
121

(100.0)

4.2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고  과과

정  한 개  필

고산업의 주요 분야인 고기획, 고제작, 고매

체, 매 진그리고 조사 분야로 나 어 4차 산업 명시

에 합한 고교육 교과과정 개선을 한 필요성을 5

척도로 질문하 다 (1 = 매우 필요하지 않음, 2 =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음, 3 = 보통, 4 = 어느정도 필

요함, 5 = 매우 필요함).

자료 분석 결과, 많은 고교육 련 실무자들이 우리

나라 학의 고교육 교과과정을 4차 산업 명시 에

합한 내용으로 개설될 필요성이 높다고 답변하 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고 문 분야를 고기획, 고

제작, 고매체, 매 진, 그리고 조사의 5개 분야로 나

어 개선 필요성에 하여 조사하 으며, 5개 분야별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고기획과 련된 학의 교과과정의 개선 필

요성은 체 응답자의 평균 수가 4.33 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고 행사의 규모별

로 나 어 보면, 고 행사 규모와 계없이 모든 집단

의 응답자들이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

다. 행사 규모가 큰 집단은 4.38, 규모 행사는 4.35,

그리고 소규모 행사는 4.23으로 행사 규모가 클수록

고기획 련 학 교과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 다.

둘째, 고제작과 련된 학의 교과과정의 개선 필

요성에 해서도 체 응답자의 평균 수가 고기획 분

야 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4.05 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고 행사의 규모별로 나

어 보면, 고 행사 규모와 계없이 모든 집단의 응답

자들이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 다. 행

사 규모가 큰 집단은 4.11, 규모 행사는 4.02, 그리고

소규모 행사는 3.98로 행사 규모가 클수록 고기획

련 학교과과정의 개선필요성이 높다고응답하 다.

고제작은 크리에이티 와 련성이 높은 계로 고

기획보다는 4차산업 명의 향을 덜받는분야로인식

되고 있으나,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크리에이티

를 포함한 고제작 분야도 4차 산업 명의 변화에

응한 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매체와 련된 학의 교과과정의 개선 필

요성은 체 응답자의 평균 수가 4.67 로 나타나 고

의 모든 분야 에서 4차 산업 명의 변화에가장 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소속된 고

행사의 규모별로 나 어 보면, 고 행사 규모와 계

없이 모든 집단의 응답자들이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답변하 다. 행사 규모가 큰 집단은 4.65, 규모

행사는 4.58, 그리고 소규모 행사는 4.7로 행사 규

모가 가장 작은 소규모 행사 소속 문가들이 고매

체 련 학 교과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

다.

넷째, 매 진과 련된 학의 교과과정의 개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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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한 분석결과도 체 응답자의 평균 수가 4.47

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고 행사의 규모별로 나 어 보면, 고 행사 규모와

계없이 매 진 련 교과과정의 개선필요성에 해

모든 집단의 응답자들이 그 다고 답변한것으로 나타났

다. 행사 규모가 큰 집단은 4.56, 규모 행사는 4.38,

그리고소규모 행사는 4.42로 행사규모가 클수록

매 진과 련된 고학과 교과과정의 개선필요성이 높

다고 응답하 다.

다섯째, 고조사와 련된 학의 교과과정의 개선

필요성은 체 응답자의 평균 수가 4.49 으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고 행사의 규

모별로 나 어 보면, 고 행사 규모와 계없이 모든

집단의 응답자들이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

하 다. 행사 규모가 큰 집단은 평균 수가 4.66으로

고조사 교과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매우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규모 행사와 4.소규모 행사의 평균 수

도 4.50과 4.23으로 나타나 고조사 분야의 교과과정 개

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Table 2. Need for Improvement for Suitable 

Advertising Curriculu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ize of Advertising
Agencies

Mean

Advertising Planning

Large (n = 55) 4.38

Medium (n = 28) 4.35

Small (n= 38) 4.23

Total (n = 121) 4.33

Advertising Creative

Large (n = 55) 4.11

Medium (n = 28) 4.02

Small (n= 38) 3.98

Total (n = 121) 4.05

Advertising Media

Large (n = 55) 4.65

Medium (n = 28) 4.58

Small (n= 38) 4.77

Total (n = 121) 4.67

Sales Promotion

Large (n = 55) 4.56

Medium (n = 28) 4.38

Small (n= 38) 4.42

Total (n = 121) 4.47

Advertising Research

Large (n = 55) 4.66

Medium (n = 28) 4.50

Small (n= 38) 4.23

Total (n = 121) 4.49

4.3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고  과과

정 운  방식

4차 산업 명시 에 합한 고교육 교과과정을 운

하기 한 방식에 해 이론 심 교육의 유지, PBL

형식의 교과과정 강화, SW교육과 연계한 고텍크놀로

지 교과과정운 , 실습교과과정 강화, 그리고 이론과 실

습을 융합한 실무교과과정 개성 등으로 나 어 그 필요

성에 해 5 척도로 질문하 다 (1 = 매우 필요하지

않음, 2 =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음, 3 = 보통, 4 =

어느정도 필요함, 5 = 매우 필요함).

체 으로 비교해 볼 때, 실습교과과정 강화, 이론과

실습을 융합한 실무교과과정 개설, SW교육과 연계한

고 테크놀로지 교과과정 운 , 그리고 PBL 형식의 교과

과정 강화와 같이 실무 연계 교육,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배양과 련된 교과과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교과과

정 운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비

해, 이론 심의 교육을 유지하는 안에 해서는 부정

인 응답을 하 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고교육 련 문가들은

학의 고교육 교과과정에 실습 교과과정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습을 융합한 실무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방법이

4차산업 명시 를 비하는 고교육과정 운 방식으

로 가장 시 하다고 답변하 다. 실습교과과정 강화를

통해 4차 산업 명에 합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

문에 체 으로 평균 수가 4.60으로 매우 요하다는

답변을 하 다. 고 행사 규모 상에 속하는 응답자들

의 평균 수는 4.78로 규모와 소규모 고 행사 문

가들 보다 실습 교과과정의 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

다. 규모 고 행사 실무자들의 평균은 4.36 그리고

소규모 고 행사 실무자들의 평균은 4.53이었다. 이론

과 실습을 융합한 실무교과과정 운 방식 도입에 한

체 응답자들의 답변도 매우 정 이었다. 체 응답

자의 평균 수는 4.57이었으며, 고 행사 규모별로 보

면 규모 고 행사는 4.66, 규모 고 행사는 4.42,

그리고 소규모 고 행사는 4.52 다.

우리나라 고 행사의 고 련 교육 문가들은

실습교육의 요성다음으로는 PBL 형식의 교과과정강

화와 SW교육과 연계한 고텍크놀로지 교과과정 운

도 요하다고 생각하 다. 응답자 체 으로 볼 때,

PBL 형식의 새로운 교과과정 도입이 4차 산업 명시

의 새로운 고교육으로 매우 합하다고 답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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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해 응답자 121명의 평균 수는 4.41이었고,

규모 고 행사응답자는 4.55로 평균 보다 높게 응답

한 반면, 규모 고 행사와 소규모 고 행사 응답

자는 4.36과 4.24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답변하 다. SW

교육과 연계하여 고테크놀로지 교과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해서도 고 교육 문가들은 높이 평

가하 다. 체 응답의 평균 수는 4.35로 PBL 형식 교

과과정 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하 으나실제 으로 매우

요한 교과과정 운 방식으로 응답하 다. 규모

고 행사 응답자 평균 수 4.21, 규모 고 행사 응답

자 평균 수 4.33, 그리고 소규모 고 행사 응답자 평

균 수 4.57로 행사 규모가 작을수록 SW교육과 연계

한 고 테크놀로지 교과과정의 도입이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교과과정 운 방식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Table 3. Methods of Operation for Suitable 

Advertising Curriculu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ize of Advertising

Agencies
Mean

Theory Based

Education

Large (n = 55) 2.67

Medium (n = 28) 2.33

Small (n= 38) 2.54

Total (n = 121) 2.55

Project Based Learning

Large (n = 55) 4.55

Medium (n = 28) 4.36

Small (n= 38) 4.24

Total (n = 121) 4.41

Connection with

Software Education

Large (n = 55) 4.21

Medium (n = 28) 4.33

Small (n= 38) 4.57

Total (n = 121) 4.35

Practical Work based

Education

Large (n = 55) 4.78

Medium (n = 28) 4.36

Small (n= 38) 4.53

Total (n = 121) 4.60

Convergence

Education with Theory

and Practical Work

Large (n = 55) 4.66

Medium (n = 28) 4.42

Small (n= 38) 4.56

Total (n = 121) 4.57

5. 결론

인공지능, 로 기술, 생명과학을 심으로 하는 4차

산업 명시 가 본격 으로 열리고 있다. 새로운 시 에

고산업은 검색 고, 치기반 고, 리타켓 , Real

Time Beading, 애드 네트워크, 동 상 고 등 지 까지

통매체 심의 산업구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

로운 개념의 고크리이에티 와 매체운 방식이 확산

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페이스북, 구 , 인스

타그램, 네이버 등 기술기반 고가 주도하면서 산업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IoT, Io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 등 기술 심의

고산업 신시 를 맞이하여 기존의 고학과 교과과

정은 4차 산업 명시 의 교육으로는 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의 고학과 교과과정은 아직도 통매체 시장에

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학 고교육의 과제

는 4차 산업 명시 에 업계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핵

심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는데 앞서야 한다. 고산

업이 유능한 인재 확보 여부에 따라 조직의 역량이 결정

되기 때문에 학교육의 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번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

고학과의 교과과정은 아직도 이론과목이 무 많이 편

되어 있다. 교육내용이 고산업 장에서 요구되는 실

무교육과 문제해결 방식의 교과목이 부족한 것이다.

고산업계는 이론에 치 된 지식인 보다는 문제해결능력

을 갖춘 략 문가와 기술 기반의 4차 산업 명시

에 합한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한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그 로 기억하고 있는 이론가

가 아니라 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

지향 인 교육을 통해 고 문가가 배출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차 산업 명시 를 맞이하여 학의 고교육

교과과정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실습교과과정을 강

화하고, 이론과 실습을 융합한실무교과과정을 개설하고,

SW교육과 연계한 고 테크놀로지 교과과정을 운 하

고, PBL 형식의 교과과정 강화와 같이 실무 연계 교육,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배양과 련된 교과과정을 신설하

거나 강화하는 교과과정 운 을 개발해야만 시 에 도달

한 것이다. 본 연구를통하여 나타난 학 고교육 신

방안을 모색한다면, 4차 산업 명시 에서도 학의

고학 공에 한 학생들의 선택과 인기는 지속될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는 고학 교육을 한 4차산업 명시 에필

요한 새로운 교과교정의 필요성을 조사 으나, 신

교과과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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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구체 인 교과과정을 제시한다면 고산업 발

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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