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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전문대학교에서 대학의 특성과 가치를 간결하게 알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slogan)에 

사용된 주제어의 유형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2005년 슬로건과 비교하여 주제어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I. 서론 

  최근 대학교도 점점 브랜드화 되어가면서 ‘대학’이라는 
브랜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광
고와 슬로건의 중요성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발
전방향(Vision)과 학교이미지를 간결하게 알릴 수 있는 슬
로건(Slogan)을 공모하고 선정된 슬로건은 각종 홍보물 
및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구미1대학은 ‘취업이 잘되는 대학’을 내세우고 있다. 최
근 전국 대학중 취업률 1위를 한 것을 맘껏 활용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의 산실’이라는 슬로건은 전
문가들로부터 잘 된 작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대경
대학은 ‘이름이 브랜드다 세계명문직업대학’을 슬로건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남이공대학은 ‘직업교육중심대
학’을, 대구과학대학은 ‘개교 50주년 새로운 비상’을 슬로
건으로 삼고 있다. 경북과학대학은 ‘학교기업이 강한 대학’
이 슬로건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음료관련 학교기업
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1]. 효과적인 슬로건은 브랜
드의 핵심 포지셔닝과 가치제안을 요약해 전달함으로서 
브랜드를 구별하는 기억의 꼬리표로서 역할[2]을 하기 때
문에 대학의 특성과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커
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의 사용 현황과 주제어(key-word)를 중심으로 메
시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2005년 슬로건과 비교
하여 유형과 핵심 가치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슬로건의 정의

   슬로건은 아이디어나 목적의 반복적인 표현으로서 정
치, 상업, 종교, 기타 분야에서  기억할만한 모토(motto)
나 경구(phrase)를 말한다. slogan 이라는 단어의 어원
은 캘릭어로 sluagh-ghairm(sluagh “army”, “host” + 
gairm “cry”)로 군인(대)의 함성소리’라는 뜻이다[3]. 슬

로건은 때로 ‘태그라인(tagline)’이라고 부른다(이를 구별
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이를 가끔 ‘키워드’
나 ‘캐치프레이즈’, ‘헤드라인’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
는데[4] 본 연구에서는 슬로건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대학의 특성과 가치를 간결하게 알릴 목적으로 사용하는 
간결한 메시지나 문장”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2. 선행 연구

  김종혁(2010)은 ‘대학 브랜드 슬로건의 소구방식과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에서 4년제 대학교 슬로건의 주제는 10
가지 유목 중 미래지향적/비전제시가 44(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제화/세계화 22(14.1%), 특성화/차별화 
20(12.8%), 기타 15(9.6%), 실용적 12(7.7%), 교육적 
11(7.1%), 종교/사상 10(6.4%), 전통/역사적 9(5.8%), 지
역적/지리적 8(5.1%), 문화/사회가치 5(3.2%) 순으로 나
타났다[4]. 
  최석현(2005)은 대학 홈페이지 슬로건에 나타난 메시지 
유형 연구에서 전문대학 슬로건의 소구 유형은 7가지 유형 
중 비전·미래가 80(50.6%), 취업 24(15.2%), 감성 
23(14.6%), 교육 16(10.1%), 전통·역사 11(7.0%), 특성화 
10(6.3%), 국제화·세계화 7(4.4%)순으로 나타났다[5]. 이
와 같은 결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대학 슬로건
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제는 미래지향적/비전제시임을 분
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대학들이 미래지향적/비
전을 핵심 주제를 가장 많이 선정하여 슬로건을 개발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12년 3월19일부터 3월30일까지 
전국 141개 전문대학교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각 대
학별로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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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분석은 최석현(2005)의 선행 연구를 기
준으로 하여 2012년에는 현재 전문대학의 슬로건에 사용
하고 있는 주제어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2005년과 비
교하여 핵심 가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 1>과 같
이 7가지 유목분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슬로건 주제어 유형의 조작적 정의

구분 내용

미래 가치 

제시형
꿈, 미래, 내일, 비전 등의 단어를 사용한 슬로건

교육 강조형 (전문)인재양성, 명품·직업·간호교육

국제화 지향형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리더를 표현한 슬로건

취업 중심형 취업, 취업중심대학 등의 단어를 사용한 슬로건

감성 소구형 감동, 아름다움, 즐거움 등이 단어를 사용한 슬로건

특성화 추구형 특성화, 전문화 등의 단어를 사용한 슬로건

전통 강조형 대학의 역사와 전통, 명성을 강조한 유형

Ⅳ. 연구 결과 

  메시지 7가지 유형 중 비전·미래가 65개 대학(46.1%)
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교육 강조가 24개 대학
(17%), 국제화 지향이 19개 대학(14.2%), 취업 강조가 19
개 대학(13.5%), 감성 소구형은 16개 대학(11.3%), 전통·
역사 5개 대학(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슬로건 주제어 유형 분석 결과

미래
가치
제시

교육
중심

국제화
지향

취업
강조

감성
소구

특성화
강조

전통
강조

77
(54.6)

26
(18.4)

24
(17.0)

20
(14.2)

20
(14.2)

19
(13.5)

9
(6.4)

*주제어 및 핵심단어는 중복

1. 미래가치 제시형

  ‘꿈(dream))’과 ‘미래(future)’ 등의 핵심 단어를 사용하
고 있다. 슬로건을 통하여 미래와 꿈을 추구하는 이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
례로는 ‘Dream, Future and Passion’(강원도립대학),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거제대학교) 등이다.

2. 교육 강조형

  인재·전문인력 양성이나 직업·명품교육, 특성화나 전
문화를 핵심 단어로 사용하여 전문대학교의 교육목적인 ‘중견직업기술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슬로건 유형이다. 
주요 사례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전문인력양성’
(경복대학교), ‘주문식 교육의 산실)’(영진전문대학) 등이
다.

3. 국제화 지향형

  슬로건 속에 국제화나 세계화를 지향하고 글로벌 리더
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주요 사례
로는 ‘Global College’(용인송담대학교), ‘세계로 앞서가는 

글로벌 리더’(전남과학대학) 등이 있다.

4. 취업 강조형

  취업률이 높거나 졸업 후 취업이 잘됨을 강조하는 슬로
건 유형이며 4년제 대학에는 없으며 전문대학에서만 나타
나는 슬로건 유형이다.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경남정보
대학교), ‘졸업할 때 어깨 펴는 대학’(경북전문대학교), ‘취
업이 잘 되는 대학’(인하공업전문대학) 등이다.

5. 감성 소구형

  느낌이나 분위기를 제공하여 이성보다는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에 소하는 슬로건 메시지 유형이다. 주요 
사례로는‘학생감동교육⋅학생감동대학’(경인여자대학교), ‘예감이 좋은 대학’(수원여자대학교) 등이 있다.

6. 특성화 추구형

  타 대학과 차별화 또는 관광, 예술 등 대학이 추구하는 특
성화 방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유형이다. ‘우리는 프
로다’(한국골프대학),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이 기다리는 
다국적, 다문화 예술중심대학’(부산예술대학) 등이다.

7. 전통·역사·명성 강조형

  전통 강조형은 전문대학교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 명성
을 갖고 있는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73
년 전통의 명품대학’(한림성심대학교), ‘기네스북에 오른 
대학’(혜천대학교) 등이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전문대학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을 주제
어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대
학교 주로 사용되는 슬로건 유형은 미래가치제시형인 것
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하면 미래가치 제시형은 4.6%, 교육 강조
형은 8.3%, 특성화 강조형은 7.2%, 국제화 지향형은 
12.6%가 증가하였고, 취업 강조형은 1.0%, 감성 소구형은 
0.4%, 전통강조형은 0.6%가 감소하였다. 
  취업 강조형, 감성 소구형, 전통강조형은 1%대 미만으
로 변동이 없었으나 교육강조형과 국제화 지향형이 큰 폭
으로 증가한 것은 전문대학교의 직업교육 강화와 글로벌 
직업교육 강화 측면에서 전문대학교들이 추구하는 가치지
향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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