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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채용변화에 따른 광고학 교육의 혁신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종합광고대행사와 디지털광고대행사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광고산업의
인력양성과 실무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초점집단면접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대학 광고학
전공 교과과정은 전통 매체 시대의 교과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광고환경에 적합한 혁신적 교과
목 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새로운 채용방식에 적합한 진로교육도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광고학 전공 교과목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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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dvertising curriculum demand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mpany recruitment method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argeting advertising professionals in full-sized and digital advertising agenc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urriculum of advertising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maintains the 
curriculum of the traditional media era, and the revision of the innovative curriculum suitable for the 
advertising environ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a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career education suitable for the new hiring method of the company.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an innovation plan for the major in advertis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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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
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기업은 양질의 인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채용방식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학
이 배출하는 신입사원을 평가하는 기준도 새롭게 변화된 
기업 인재상에 맞추어지고 있어 대학의 진로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1,2].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 채용 변화에 따른 광고
학과 학생들의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광고전공 학과의 진로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아날로그 시대
의 교육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문과 진리탐구를 하는 상아탑으로, 교육목표도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3].  

이러한 광고학 분야의 진로교육의 후진성은 쉽게 변하
지 않으려는 대학의 보수적 특성으로 타 학문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응
용학문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미디
어텍, 디자인텍 등 인문사회과학, 디자인학 그리고 공학
을 융합으로 하는 새로운 학과들이 일부 대학에서 개설
되고 프라임 사업 등 정부의 지원 사업에서 비교적 활발
하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 학문 
분야는 전통적 학문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진학 연령대 학생 수의 급감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수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하게 구조조
정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학과와 융합학과를 확대하고 전
통산업과 이론 중심의 학문분야 학과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대학의 보수성으로 큰 변화는 일
어나지 않고 있었다. 광고학 분야도 일부 대학에서 새로
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광고산업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부 교과목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4]. 

우리나라 광고학과의 교과목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
는 인재상과는 달리 최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도
전', '열정', '패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
의 확산과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은 이에 맞는 인재
를 선발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입
사 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5].  

광고업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대학에서 배출하

는 인력 간에 미스 매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광고홍보
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대학에서 진로교
육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2,6]. 본 연구는 1) 
광고홍보 산업 분야의 직업 변화, 2) 광고대행사가 요구
하는 인재상, 3) 광고대행사의 채용 방식 변화, 4) 광고홍
보학과의 새로운 진로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5) 광고대행
사 채용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안 등을 연구했다. 이
러한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광고
학 전공 학과 교과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
로교육의 혁신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진로교육과 
광고업계 채용방식 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사람과 디지털 기술, 그
리고 일상생활이 상호작용하게 되어 광고학 전공 교육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그러나 광고산업의 전반
적인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
기 위한 광고학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
정이다. 

국내 광고학 전공 분야의 교과과정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지
식과 기술을 가진 인재양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학
계와 업계는 동의하고 있다[4].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진로교육이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8,9].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학생의 인식과 진로교육 모색
을 연구한 한 논문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산업, 일
자리, 그리고 직무역량의 세 가지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
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0].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은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
출된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융합으로 광고산
업에서는 기존의 광고주-광고대행사-매체사로 연결되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광고산업의 ecosystem은 지
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으로 다각
화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많은 고용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과 수요가 감소하는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광고산업 분야에서는 마케팅 분석, 소비
자 분석 등 분야에서 단순한 데이터를 다루던 인력, 전통
매체 방식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매체 기획자 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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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줄어드는 반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장 분석, 소비
자 분석, 융합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그리고 디지털 기반
의 다매체 융합 미디어 플래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고용 분야에서 무엇보
다도 중요한 변화는 직무 역량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
다는 점에 대학의 진로교육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광
고학과의 진로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할 수 있
는 새로운 역량과 역할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과학-인문과학-공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 간의 학제간 
통합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광고산업 
변화에의 대응과 더불어 창의성, 협업 능력, 도전정신 그
리고 의사소통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교육시스템을 도
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광고학과의 교과과정을 보면 아직도 전
통매체 시대에서 작성된 내용들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
지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1980
년대 미국의 대학에서 발전된 교과과정을 그대로 비판 없이 
국내 대학에 받아들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4차 산업혁
명 시대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고산업의 
주 플레이어가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사의 3분야에서 
SSP, DSP, DMP, RTB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5,6].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
교육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청소년 진로교육[11], 그리
고 대학의 교육방향과 진로교육[10] 분야의 연구는 기술, 
미래,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학 분야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대학 교과과정과 진로교육의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 공과대학 학생들의 현
장 맞춤형 능력제고, 공학교육의 리더십 확립, 기업의 공
학교육 참여 가속 등을 주제를 다루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공학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학문분야에서는 직무 능력으로 복
합 문제해결 능력, 기술적 능력, 콘텐츠 능력 등을 강조하
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생 진로교육은 기
술, 융합, 인성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3,14].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광고산업과 같은 

실무적 성격이 강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초점집단면
접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객관적 분석에 장점을 가
진 양적 연구와는 달리, 인간행동의 주관성을 배제하고는 
인간행동의 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양적 연구와는 다른 
장점을 포함하고 있다[15]. 본 연구는 종합광고대행사와 
디지털광고대행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 가져오는 광고산업의 인력양성과 실무교육에 대한 연
구를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한 데이터 수집은 의미 있는 
과정이다.  

  
3.1 조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 연구내용과 연구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
은 실무자를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연
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
다[16].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종합광고대행사와 디
지털광고대행사에 의뢰하여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실무자를 추천받고, 2차적
으로 추천받은 실무자들의 실제 업무, 외부 활동,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조사 참여자를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 참여자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광고대행사의 인력양성 방향과 대학의 광고학
과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종합광고대행사와 디
지털광고대행사의 인사부서, 기획, 크리에이티브 담당자 
6명을 2개 집단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조사 대상 집단
으로 선정하였다.   

 Area Group Age Gend
er Company Position

Full
Agency

Group 
1-1 48 M  A

 Human Resources Team
Team
Leader

Group
1-2 50 M  B 

 Planning Team Director

Group
1-3 46 F  C

 Creative Team Director

Digital
Agency

Group 
2-1 38 F  D

Human Resources Team
Team
Leader

Group
2-2 41 M  E

 Planning Team
Team
Leader

Group
2-3 37 F  F

 Creative Team
Team
Leader

Table 1. Participants in FGI 

3.2 자료수집
연구문제에 대한 조사 참여자들의 심층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된 6명을 3명씩 한 팀으로 하여 2
회에 걸쳐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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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과 조사 참여자들의 깊이 있
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1주일 
전에 조사 참여자들에게 설문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면접
조사는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광고대행사의 회의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이 심층 인터뷰에 직접 참
여하여 연구의 일부 도구가 되어야 하는 신뢰도 검증 조
건을 충족하고자 하였다[15,16]. 심층초점 면접에서 데이
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준비한 질문 내용은 주요 연구문
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연구문제1: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광고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광고대행사의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광고대행사
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떠하며, 기존의 
전통매체 시대의 인재상과는 어떤 유사성
과 차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대학에서 배
출하는 광고학과 졸업생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로 배출되고 있는
가?

연구문제3: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광고홍보 
산업 분야에서 직종 체계의 변화는 있으
며, 광고대행사의 채용 방식에는 어떤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채
용방식과 인재상 변화에 따른 대학의 진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3 자료분석과 연구결과의 신뢰성 점검 
질적 연구는 객관적 데이터 보다는 연구자의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이 제공한 데
이터를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대로 데이터 분석과 해석을 
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 적합성과 확증성을 
고려해야만 한다[15]. 

이와 같은 분석과 해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는 조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심도 
깊게 이해해야 하며, 연구결과 도출시 되도록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조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연구결과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68개의 출연 주제를 
제시하였으며, 광고대행사의 종류 즉, 종합광고대행사와 
디지털광고대행사에 따라, 그리고 담당업무 즉, 인사, 기
획,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따라 유사한 의견도 있었으나 
상이한 의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광고
대행사의 규모와 업무영역에 따라 유사한 의견과 상이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조사 참여자들의 광고업무 경험과 
현재 소속된 광고대행사의 인력양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시도
된 적이 없으며 조사 참여자들도 모든 응답에 있어 확고
한 의견이기 보다는 소속된 광고대행사의 잠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므로 연구문제의 각 주제에 대하여 조사 참
여자들이 제시한 내용 중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을 가감 
없이[16] 연구결과 부분에 제안하였다. 연구문제별로 구
체적인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4.1 연구문제1의 연구결과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PT에 있어 
요즘은 종합 광고대행사와 디지털 광고대행사가 경합하
고 있어요. 광고주들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광고 트렌
드를 인식하고 디지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요. (G2-3)

광고주들의 미디어 예산 배분에서 크게 변화가 있어요. 
많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들은 디지털 미디어, 특히 페
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 플랫폼을 중
심으로 광고전략을 수립하려고 해요. 엄청난 변화이죠. 
대행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요. (G1-3, G2-2)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연결성으로 광고매체의 다양
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타겟 개인이 원하는 시간, 장소
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해 진 것이죠. 빅데이터 분석, 위치 기반 광고, 리타
케팅으로 광고효과 측정이 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아졌
죠. (G1-2, G2-3)

4.2 연구문제2의 연구결과: 
광고대행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융합을 통한 창의성
을 갖춘 인재, 애드테크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로 정리됩니다. (G1-1, 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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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라는 속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과 이후 모두 
유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매체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3D 프린
터 등을 이용한 광고매체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
로 변화가 빠릅니다. (G1-3) 

우리나라 대학에서 배출되는 광고 인력의 역량은 아직 
4차 혁명시대에 적합한 인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
다. 광고대행사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서포트
해 줄 인력 양성에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G2-1) 

4.3 연구문제3의 연구결과: 
광고대행사의 채용 방식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
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광고산업 분야의 변
화와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광고산업의 양적 성장 둔화
에 따른 신규 인력 모집의 감소입니다. 둘째는 신규 인
력 모집 방식이 블라인드 채용과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인력 중심으로 선발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G1-1)

기술 기반으로 광고기획과 제작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
통매체 시대의 광고 직종과는 다른 새로운 직종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디지털매체 시대에는 다양한 직종의 업
무를 모두 이해하는 융합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G2-1)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는 OTT 동영상서비스
가 텔레비전 기반 동영상 시청 서비스 환경을 변화시키
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동영상 서비
스 업체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결합한 서비스를 
통해 젊은 층들의 동영상 서비스 환경을 변화시켜 광고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G2-3)

4.4 연구문제4의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광고학과 교과과정과 진로교육은 
과거와 유사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학과목명 만 디지털로 바꾸었지 교육방식, 교육
내용, 교재 등은 과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업은 빠르
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재들이 대학에
서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G2-3)

지금 광고대행사는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력이 높은 인
재를 필요로 합니다. 일부 대학은 교과과정위원회에 산
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
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처음
부터 다시 교육한다면 대학교육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늘 산업계 현장과 호흡하면서 어떤 

진로교육이 필요한 지를 분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G1-2)

광고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광고전문가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확장한
다면, 그 어느 시기 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G1-3)

5. 결론

인류 문명은 세 번의 산업혁명을 거쳐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17]. 이에 따라 대학의 광고학 
전공 교과과정과 진로교육도 변화에 대비한 방향으로 새
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야하는 것이다. 광
고업계는 새로운 인재상으로 기존의 이론적 지식을 갖춘 
아날로그형 인재 보다는 다양한 학문분야와 첨단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창의적 융합 인재는 광고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복
잡한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을 창조
해 가는 융합 인재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광고홍보학과 교과과정과 진로교육은 이러한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
력, 사고력을 지닌 인재, 그리고 도전정신과 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적 교육과 교과과정 개
편이 요구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의 참여와 경험을 중요시해야 하는 교육방법이 
절실하다. 국내 일부 대학의 광고학 전공 학과들은 정보
통신기술, 디자인 능력, 인문학, 공학 등 융합된 학과목을 
설치하여 학생들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21세기형 인
재양성에 앞서고 있다. 

대학의 광고 전공 교과과정과 진로교육은 학문의 칸막
이를 만들어 학생들이 표준화된 광고홍보교육의 틀에 갇
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는 학문의 칸막이에 갇힌 우물 안 학습방법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다. 대학의 전공 간, 대학 간 칸막이를 거
두어 내고 융합 전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광고업계
와는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 교과과정을 수시로 개편하고, 
실무전문가와의 적절한 소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과제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풀어 보고자 한 한계와 제한점
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실무 경험 분야도 인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122

기획, 크리에이티브 분야로 다양화하였으나, 이들 세 가
지 직종이 광고산업은 모두 대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인, 마케팅, 매체, 디자인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와 더불어 더 많은 조사 대상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양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광고학 전공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광고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전문
가로 성장하는데 광고학과 교과과정과 진로교육 방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고학 전공자들이 광고업계에
서 배제되는 상황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교과과정의 개
선과 진로교육의 혁신적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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