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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광고홍보학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한림대 광고홍보학과

온라인 채널을 방문해 보세요.

기획 및 문안 작성 :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동아리 헬로 (원정경, 황성원)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한림광홍의
국내외 공모전
주요 수상실적

국제광고협회(IAA) 인증대학

국내대학 최초로 IAA인증을 받고
국내대학 최고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눈부신 성취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는 2008년 10월 국내 대학 최초로 국제광고협회(International Advertising 
Association, IAA)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한림대 광고홍보학과의 졸업생들은 

학사 학위 외에 국제광고협회가 수여하는 IAA디플로마(IAA Diploma)를 받게 됩니다.

국제광고협회 인증(IAA Accreditation)이란? 

국제광고협회(IAA)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광고 전문기구입니다.  IAA에서는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엄정한 현장 심사를 통해 국

제적 수준에 부합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해 왔습니다. 한림대 광고홍보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은 전세계 56번째이며 국내대학 최초로 

IAA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IAA 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 IAA 인증대학과의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광고 경진대회에

도 참여하여, IAA인터애드 공모전(IAA InterAd)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승 및 세계 3등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부산국제광고제 Crystal

DCA 광고공모전 기획서 부문 동상

제주항공 NEW 마케팅 공모전 최우수상

대한민국 대학생광고대회 (KOSAC) 대상 

제39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금상 

보건복지부 12기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한민국 대학생광고대회 (KOSAC) 장려상  

부산국제광고제 인쇄광고부문 금상

제45회 미국 Creativity International Awards 은상 및 동상 

삼성전자 마케팅-프로모션 공모전 대상

클리오 국제광고제 학생부문 동상 

국제광고협회 국제광고공모전(IAA Inter AD) 세계 3위 및 아시아/ 태평양 1위

뉴욕 국제광고제 (New York Festival) 학생부분 파이널리스트

제31회 제일기획 광고대상 대상

칸느 국제광고제 영라이온즈 사이버 부분 은상(국내 최초 수상)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3

- 2012

- 2011

- 2010

- 2010

- 2008

화려한 공모전 수상실적

m.blog.naver.com/hallym_adpr

www.facebook.com/HLADPR

instagram.com/hudap2018

https://goo.gl/8gJadm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발상의 전환, 교육의 전환

adv.hallym.ac.kr

한림
광홍
한림
광홍



CLUBS 대학생활의 꽃, 학과 동아리

국제광고협회(IAA) 인증에서 알 수 있듯이 한림광홍의 교과과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으

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습니다. IAA이수과목을 중심으로 한 트랙 공통과목을 바탕으로 표준 트랙과 전략커뮤니케이션 

트랙, 그리고 콘텐츠마케팅 트랙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은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 기초 소양교육과 첨단 테크놀로지 교

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 융합적 교육과정입니다. 이는 모두 폭넓은 광고홍보에 대한 이해를 통

해 더 나은 광고전문가로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동문들은 국내 유수의 광고대행사와 홍보대행사는 물론, 일반기업체나 비영리기관의 홍보

부서나 마케팅 부서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또 광고제작회사, 매체기획사, 조사회사, 마케팅 컨설팅 회사, 조사회사 뿐 

아니라 스스로 광고나 홍보 분야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한국 광고홍보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알차고 체계적인 교과과정 다양한 학생활동 학문적 깊이와 실무경험을 겸비한 교수진 다양한 졸업 후 진로

이론과 실무
기초와 첨단이 어우러진 융합교육

풍성한 대학생활로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으로
학생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유망한 전공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과이수체계도 AD CAMP
실제 클라이언트에게서 배우는 생생한 실무경험

애드캠프는 1999년부터 시작한 한림광홍의 유서깊은 1박 2일 학

술행사로, 학생들은 실제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기획

서와 제작물을 만들어 발표합니다. 이 캠프에는 현업에 종사하는 

졸업생도 멘토로 참여하여 후배 재학생들에게 실무적 조언을 해줍

니다. 재학생들은 실제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

고, 졸업생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합니다.

HAF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로 어울리는

한림광홍의 축제

HAF는 Hallym AD&PR Festival의 약자이며 매년 가을에 개최

되는 한림광홍의 축제입니다. HAF는 광고 세미나 특강, 복면광홍, 

이벤트 프로모션 게임 등으로 즐기는 즐거운 축제일 뿐 아니라, 지

역 상인을 위한 광고홍보 컨설팅, 고등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술제이기도 합니다. 

HARU
졸업생과 재학생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는 동문모임

HARU는 Hallym Ad & PR ReUnion의 약자로, 매년 초겨울에 

졸업생과 재학생이 멘토(mentor)-멘티(mentee)로 만나는 동문

모임입니다. 동문모임에 참석하는 졸업생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

는 조언을 해주며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후배들도 언젠간 

우수한 광고인이 되어 총동문회에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더 나은 

광고인이 되어 비상할 것을 꿈꿉니다.

티오티 (TOT;Time On Target)
2003년 설립된 광고홍보학과 최초의 광고동아리

런 (RUN)
지치지 않는 러너들의 모임, 최강의 광고홍보 학술동아리

콜라보펙토리 (Collabo factory)
세상을 콜라보하기 위해 모인 창업 동아리

프라임 (Prime)
언제나 최고를 향하는 광고홍보학과 축구동아리

어도비 (Adobe)
무적의 광고홍보학과 농구동아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마케팅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마케팅 박사

• 대홍기획 마케팅 연구소 근무

• 국가혁신 브랜드위원 역임

•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스페이스 몬스터 대표

• 한국 영상광고제작자협회 회장

•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사

• 테네시 대학교 광고학 석사

• 미조리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

• 한컴 카피라이터, SK텔레콤 근무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텍사스대학교 광고학 석사

• 텍사스대학교 광고학 박사

• Korad, Ogivly & Mather, AE근무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 미시건 주립대학교 홍보학 석사

• 미시건 주립대학교 매스미디어 박사  

• 코콤포터노벨리 전략연구실 근무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 미시건 주립대 석사

• 앨라배마대 박사

• 방송통신위원회 근무

손영석 교수

김 찬 (객원) 교수

윤태일 교수

홍석민 교수

최정화 교수

박동진 교수

워크넷 www.work.go.kr 진로 및 직업정보, 채용정보와 기업정보를 한번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www.work.go.kr/cyberedu 무료 진로취업 온라인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직업별 상세 업무내용과 준비 요건 

큐넷 www.q-net.or.kr 국가/민간 공인 자격증 정보 

월드잡 www.worldjob.go.kr 해외연수, 해외봉사, 해외취창업 정보 포털

청년위원회 www.young.go.kr 장학금, 신용, 복지, 생활법률 등 청년을 위한 정보

청년희망재단 www.yhf.kr 멘토링, 창업/무역 등 전문교육, 중소중견기업설명회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청년을 위한 진로/취업길라잡이

우리 전공에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대학 전공별 진로가이드”를 검색하세요!

더 이상 헤매지 말자, 일단클릭!

❶ 워크넷 www.work.go.kr ▶ 청년 ▶ 전공별 진로가이드

❷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우리 대학 진로취업지원실

전공별 진로가이드는 전공특성, 다양한 진출직업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책자입니다.

바로가기!

디자인·제작
·퍼블리싱

광고디자이너

POP디자이너

광고음향기획원

광고영상감독

광고문안작성원

애드마스터

사보기자

검색광고판매매니저

인쇄 및 광고 영업원

홍보판촉원

광고마케터

  광고매체구매원

광고판매관리자

광고물제작사무원

소셜커머스품질관리자

판촉기법관리자

마케팅사무원

디지털마케터

디지털음원마케터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디자이너

온에어프로모션디자이너

영화감독

옥외광고판설계원

네온사인제작원

광고 및 
홍보 기획

파티플래너

공연기획자

머천다이저(MD)

쇼핑몰MD

의류MD

상품개발자

여행상품개발자이미지컨설턴트

IR전문가

소셜미디어운영자

빅데이터분석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광고 및 홍보 사무원

홍보기획자

매체계획자

광고기획자

광고영상연출기획원

온라인광고기획자

판촉매체기획원

디지털광고게시판기획자

옥외광고매체개발원

신문제작관리자

아나운서

신문기자

리포터

연예인매니저

언론정책연구원

출판물기획자

출판물편집자

방송프로듀서

사회단체활동가

우리 전공 진출 분야 알아보기

헤매지 말자!헤매지 말자!헤매지 말자!

영업·
마케팅·

관리

방송·
언론·출판

경영지원·
컨설팅

기획·개발

조사·분석

사회단체
활동

궁금해요?
궁금하면..

광고 .홍보학
주요직업

융합직업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광고홍보의이해

Advertising management

광고개론

홍보개론

마케팅이론

커뮤니케이션입문

크리에이티브원론

광고와사회

*조사방법론

Consumer Behavior

매체계획론

인터액티브미디어

광고촉진론

IMC 캠페인

국제마케팅커뮤니케이션특강

광고홍보사례분석

전략적광고기획론

*광고홍보의이해

Advertising management

커뮤니케이션이론

설득커뮤니케이션

홍보개론

아이디어발상법

프레젠테이션실습

SNS캠페인기획과평가

*조사방법론

Consume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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