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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광고에 나타난 광고메시지 특성 연구
: 신문광고를 중심으로*
1)2)

국문초록
정부기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실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시기에 나타난 대학별 광고메시지 차이를 알아
보고자 2013년 신문광고를 중심으로 총 1,318편의 대학광고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권 대학이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하였고,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종합대학
지원배 | 한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교와 사립대 광고가 가장 많았다. 대학광고메시지 분석에서는 꿈·비전·미래에 메시지
가 가장 많았으며, 글로벌·세계화, 국가(민족)·사회·인류공영, 역사와 전통·명문·
명품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은 꿈·비전·미래 이외에 글로벌·세계화, 역사
전통을 강조한 반면, 전문대학은 학생지원인 취업·취업률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고, 특
히 정부평가지표 및 인증에 관한 메시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리즈 및
캠페인 광고보다 단발성 광고가 많고, 광고메시지와 관련성이 적은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대학광고, 광고메시지,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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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뉴미디어와 수용자 연구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 광고홍보 산학교육 및 지역브랜드 홍보 확산
에 힘을 쏟고 있다(e-mail: wbji@halla.ac.kr).

대학광고에 나타난 광고메시지 특성 연구

서론

173

경이 변화하면서, 대학은 찾아오는 학생을 받아들
이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홍보활

오늘날 대학시장에 붙어 닥친 환경변화로 대학간

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학들은 과거와 같이 주로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심화되고 있다. 매년 고등

평판이나 구전에 의존하는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에

학교 졸업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학은 정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극

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정부는

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학정원 대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입 정원을

대학광고다.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이 브랜드화 되

감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준을 마련하

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단순한 입학 안내를 넘어 대

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학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광고들이 눈에 띄게 증

전국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최상위 등급

가하고 있다. 광고는 이미지 구축 면에서 유용한

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데 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즉 대

특히 정부는 국내 대학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하

학광고는 대학의 차별화된 특성과 비전을 수험생

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기관평가인

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학은 정부의 평가항목에

기존의 대학, 대학원 신입생 혹은 편입생 모집

맞게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교육목표

이나 교수 채용시에만 신문 광고를 실시해 오던 대

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학의 모습에서 매스 미디어의 모든 채널을 이용해

지방대학의 경우 서울·수도권 대학보다 더 많

이미지 광고에 힘을 기울이는 대학으로 그 모습이

은 위협을 받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

변화고 있다(이명천, 1999). 1995년에 광고를 하

으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지

던 대학이 20여개 안팎이던 데 비해 1998년에는

방대학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여러 전략을 강구하

160여개로 늘어나 대다수의 대학들이 동시다발적

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외국 유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권재경, 1999).

명대학과의 교류추진, 특성화와 역량강화, 산학협

그러나 대학광고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제시해

력,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상시 모집시스템

서는 안 된다. 대학광고를 집행할 경우 몇 가지 주

구축 등을 통해 학생선발과 재학 중 교육 그리고 취

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대학광고는 타깃이 명

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노

확하기에 수용자 관점의 광고 메시지가 필요하다.

력하고 있다(지성구·이윤구, 2006). 그러나 지방

대학광고는 입시철에 가장 활기를 띠고, 명확한 타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모집이라는 부분에서

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수용자에 맞는 광고 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지가 필요하다. 대학광고의 주요 타깃인 청소년

1990년대 이후 대학을 둘러싼 전반적인 교육환

들은 다른 세대보다 감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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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낼 경우 광고효과가 반감

문헌고찰

될 수 있다. 또한 대학광고에서는 ‘지역성’을 고려
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학으로 나뉘고

대학 이미지의 형성 요인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광고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대학의 경우 21세기 국제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들이 광고에 관심을 두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대

이유는 대학을 둘러싼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변화

학을 중장기 발전기획을 세울 수 있고, 역사와 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통을 바탕으로 명문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제시할

같다. 첫째로, 대학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학생수

수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 유치를

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이명천, 1999).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모기업의 든든

즉, 대학 설립 자유화 조치로 신설 대학은 점차 늘

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어나고 있는 데 비해, 지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 대학평가기관 및 언론사들

다. 대학 입학 학력 인구는 2003년을 기점으로 현

이 주관하는 대학평가, 각종 인증평가 및 정부 재정

저히 감소하여 2005년의 4년제 대학입시 경쟁력

지원사업 유치에 대한 주요 메시지로 활용하는 경

은 1.6대 1로 크게 낮아지고 전문대를 포함할 경우

우도 있다(이두원, 2012). 또한 대학 재단에 따라

대입 경쟁률은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

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학생들

이처럼 대학광고는 대학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은 대학 선택시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자신들의 인

광고 메시지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

식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학에서

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대학광고에 대한 기존 연구

부터 자신이 갖춘 조건(수능 점수, 학비, 지리적 편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평가

리성 등)과 비교하여 최종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

기간에 맞추어 대학유형별 광고 메시지가 어떠한

서 대학은 기업이 자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었

위해 광고를 하듯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둘째,

다. 또한 방대한 양의 대학광고물을 수집하기 어려

대학은 대학 전형 방법의 변화로 정시 모집 이전에

워 일부 광고물만 분석하다 보니 대학유형별 광고

특차 모집이 생겨남으로써 우수한 수험생들을 먼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저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집행

고, 입시철이 아닌 상황에서도 대학광고를 지속적

된 신문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대학유형별 광고메

으로 집행하고 있다. 셋째, 대학 종합 평가 인정 제

시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대학광고가 나

도의 실시다. 국내에서는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94년부터 ‘전국 대학 평가’라는 기획 시리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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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하였고, 최근에는 대교협에서 대한 기관평가

개 항목을 입시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인증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학평가제에 의

결과, 학생의 취업실적/전망, 사회적 안정, 교수의

해 각 대학의 위상과 이미지의 등급화를 가져올 수

양과 질, 학교의 면학분위기, 신입생의 입학시험

있기에 대학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

수준, 사회기여도, 장학금 지급수준, 역사와 전통,

지를 심어주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소

특성있는 학과의 존재, 도서관과 장서보유 등인 것

비자’의 변화다. 학생들은 예전처럼 사회적 평판,

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두 번째로 안종길(1996)은 대학 이미지 형성 요

주장을 펼치고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자유분방

인을 알아보고자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하고 감각적인 세대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인식

한 결과 대학의 정체성(역사와 전통, 건학정신, 상

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

징물 등), 발전성(대학건물과 교육시설, 도서관과

이션 수단이 필요하며 광고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장서보유량, 대학 평가 결과, 중장기 투자 등), 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성(대학의 면학분위기, 실용교육 등), 연구성(연

본론으로 들어가면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들

구중심대학 인식, 교수 연구실적, 연구비 수혜현황

은 대학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구성하는 요인에 관

등), 장학복지성(장학금 지급규모, 기숙사운영

해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요인이 대학 이미지

등), 졸업생 진출성(대기업 진출도, 전문직 종사현

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세부 요인별로

황 등), 봉사성(대학 의료 봉사활동, 농어촌 봉사활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다. 고경순(1991)의 연구에

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7개 요인이 모두 유효

의하면 대학 이미지는 크게 대학 외부 환경요인과

함을 입증하였다.

대학 내부 상황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외

세 번째로 유태웅·이종(1997)은 대학생들을

부환경 요인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기

대상으로 대학 이미지 요인을 조사하여 지성요인,

술·환경,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경쟁관계, 이미

패기요인, 생동적 요인, 이해타산성 요인, 한국적

지 대상자의 특성, 여론선도자의 역할, 언론의 보

전통요인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도,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과 이해자 집단의 특성

명문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 이미지를 정교하게

등 7개 요인을 들었다. 내부 상황요인으로는 학내

측정했다는 점이 탁월하나, 지방대학의 이미지측

지원과 능력, 구성원의 의식구조와 언행, 대학의

정과는 거리가 멀며, 상당히 추상적인 인상에만 치

역사, 조직구성 및 시스템운영, 조직 활동, 외견 요

우쳐 실제적으로 대학선택에 중요하게 간주되는

인 등 6개 요인을 추출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사회진출, 장학복지,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이 간과

대학정체성이 확립되고 대학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보고 있었다. 구체적인 대학 이미지 형성요인 27

네 번째로 이용학(2003)은 대학 이미지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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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측정과 포지셔닝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수도

성(역사와 전통), 발전가능성, 장학복지성(장학금,

권에서 거주하는 학생 및 일반인 800명을 대상으

기숙사 시설 등), 캠퍼스 및 주변환경, 사회진출설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이미지 평가하는

(취업전망), 특화성(특성학과, 대학의 전문성), 접

기준으로는 정체성(역사와 전통), 발전가능성, 장

근성(교통편리성), 사회적 인정(유명도)의 8개 요

학복지성(장학금, 기숙사 시설 등), 캠퍼스 및 주변

인으로 요약하였다.

환경, 사회진출성(취업전망), 특화성(특성학과, 대

이상과 같이 대학 이미지의 형성(구성) 요인은

학의 전문성), 접근성(교통편리성), 사회적 인정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유명도) 등 기존연구에서 8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대학 이미지를 통합하

분석결과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시하는 고려요인으

여 대학광고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분석을 실시하

로는 사회진출성이고, 발전가능성, 사회복지성 등

고자 한다.

이 뒤따랐으며, 정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러나 서울, 수도권일대의 유명 대학의 이미지를 측

대학광고 메시지 연구

정하고 그에 적합한 포지셔닝을 제시한 점은 지방
대학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고 연구대상이 다르다

광고 메시지 연구는 광고의 카피가 전달하는 제품

는 한계가 있다.

이나 서비스의 속성이나 효능, 편익, 그리고 광고

이러한 기존 양적 연구와 달리 김영기(1998)는

에 사용된 비주얼의 종류나 유형을 다루는 내용분

Q-방법론을 사용하여 학부모, 고교생, 그리고 교

석과 카피나 비주얼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다루는

사에게 지방국립대의 이미지 요인에 대하여 조사

스타일 분석으로 구성된다(Phillips & McQuarrie,

하였다. 조사결과, 민주화공언, 학생활동, 저렴한

2002). 이는 광고 콘셉트는 무엇을 말하는가와 크

학비, 지역성, 교육제도개혁, 취업대책, 장래성, 투

리에이티브 콘셉트는 어떻게 말하는가의 구분이라

자예산, 학생수준, 교수수준, 외부환경대처, 호감

할 수 있다. 광고의 전략은 광고주가 성취하고자하

도, 그리고 면학분위기 등 12개 요인을 도출하였

는 광고목적이나 목표를 토대로 입안되기 때문에

다. 이 연구는 유형별 이미지 관리전략을 도출한

일차적으로는 메시지 내용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

점과 지방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점이 부각되나, 질

요하다(Percy & Elliott, 2009). 선정한 메시지 내

적 방법의 일반화에 관한 내재적 한계와 전남지역

용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

국립대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리 독창적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전략적 가치는

지성구·이윤구(2006)는 지각된 대학 이미지

떨어지기 마련이다.

와 대학홍보에서 기존 문헌을 통해 공통적으로 포

광고의 효과는 정보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

함되는 대학 이미지 형성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체

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학광고에 나타난 광고메시지 특성 연구

177

광고 실무자들은 이미 그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에

인), 시각이미지(상징물 등) 등 네 가지로 분류하

적용하여 왔으며 학계에서도 점차 표현양식의 효

였다.

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McQuarrie &

이두원(2003)은 지방대학의 입시광고 차별화

Phillips, 2005). 최근 들어 대학들이 광고를 외부

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내용적 차원의 지방대학 입

의 광고회사에 의뢰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다른

시 광고 메시지를 분류한 결과 비전·미래·소구,

한편으로는 대학 간 광고물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

인증·평가 소구, 특성화 소구, 취업 소구, 교육

이 강화되면서 대학광고의 카피나 비주얼의 표현

비·장학제도 소구, 지리적 위치· 교통편 소구,

양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전통·역사·명문 소구, 첨단교육시설 소구, 국제

현대 인쇄광고에서 비주얼이 차지하는 비중은

화·세계화 소구 8가지 요인을 들었다. 이두원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거, 비주얼은 광고의 언어

(2012)은 이상의 대학광고의 설득전략에 대한 기

메시지의 주변요소나 언어메시지 전달을 돕는 부가

호학적 분석 연구를 통해 취업·취업률, 대학경영

적 표현도구로 인식되었지만 광고에서 비주얼의 사

및 재단, 글로벌·세계화, 최우수 평가(최초·최

용이 증가하면서 비주얼은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본

고·최대), 실용교육, 특성화, 창조성·창의성, 최

질적 요소가 되고 있다(Mitchekll, 1986; Houstion,

첨단 시설·최첨단 학문, 역사와 전통·명문·명

Childers, & Heckler, 1987). 비주얼은 언어자극

품교육, 인성·덕성함양, 꿈·비전·미래, 교수진

보다 전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처리된다(Holbrook

(석학)·연구역량, 장학제도·장학금, 국가(민

& Moore, 1981). 또한 비주얼은 언어자극에 비해

족)·사회·인류공영, 봉사와 리더 등 총 15개의

우월한 감각 부호를 보유하며, 헤드라인이나 바디

메시지 소구점을 확인하였다.

카피의 언어요소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 비주얼을

대학광고의 크리에이티브 현황을 살펴보면, 4

함께 사용할 때, 그리고 비주얼과 카피가 함께 사

년제 대학교는 학문적 성취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

용될 경우에는 비주얼과 카피 내용이 관련될 때 기

는 등 무게 있는 비주얼을 활용하였고, 안정감 있

억효과가 증진된다(김철민, 2005; 이두희·권오

고 세련된 활자체에 균형미를 중시하는 편이었다.

영, 1999; Chilers & Houston, 1984). 손준종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강한 어조와 명확한 헤드라

(1997)은 87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를 통해 나

인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2년제 대학의 경우 일러

타난 대학 이미지를 전통이미지(학교의 역사요인,

스트 등을 활용한 가볍고, 재미있는 광고를 많이

설립별 요인, 여자대학의 요인, 민족, 민족혼 등),

사용하였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교는 ‘글로벌’,

교육이미지(교육시설 및 캠퍼스, 입지, 교수진, 장

‘세계’와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학금, 특성화교육, 실용교육 요인 등), 개혁이미지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좀 더 거

(미래 및 변화 요인, 교육개혁 요인, 지역사회 요

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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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주년, 상징물 등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소구

고를 전수 분석하여 대학유형별 광고메시지의 특

가 많이 나타났다. 서울 소재 캠퍼스와 지방캠퍼스

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알

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인지도 높은 학

아보고자 한다.

교명을 사용하여 지방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있
다. 수도권 대학교는 모교에서 배출된 유명한 학생

대학평가와 대학광고 메시지

모델을 주로 등장시키고, 인재 양성과 관련된 메시
지를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가 수도권에

정부는 국내 대학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짧은 통학시간 등을

고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를 확산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시키기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하였다. 기

지역의 대학 광고는 졸업 후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관평가인증제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에

지방대학 광고의 특성과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학은 최소 2년 주기의 자

있는 서울소재 대학 광고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부가 인정

데, 이러한 모호한 메시지는 오히려 차별화된 이미

한 평가기관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했다. 한

지 구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 대학만의

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은 정부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대

부터 2010년 11월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학 광고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을 풀어나갈 젊

인정받게 됨에 따라 2011년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음의 도전’, ‘새로운 도전’ 등의 메시지와 자신감 있

를 시행하게 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

는 학생들의 비주얼로 학교의 특성을 설명했지만

학평가원, 2013). 결국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으며 레이아웃은 산만한

제4항에 근거하여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

느낌을 주는 광고들이 많았다(지원배, 2009).

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석봉·박은아(2009) 연구에서는 광고에 표

평가영역으로는 크게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

현된 헤드라인 내용의 약 50%는 대학의 ‘미래/발

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

전성’을 강조하였고, ‘글로벌지향성’ 또한 40%에

봉사 6개 평가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학사명

가깝게 나타나서 대학광고의 메시지는 특정 주체

및 발전계획으로는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발전계

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 간 메시지의 차

획 및 특성화, 자체평가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각

별성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도에 비해

대학만의 장단기 발전비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광고수가 161편에 한정되어 있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주안점이다. 교육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수·

데는 한계가 있다.

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의 평가부문으로 나뉘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집행된 신문광

져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교육성과로 이루어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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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와 연계된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 산학협
력선도대학 LINC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
해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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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시지로 담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정책연구진 주관으로 2014년 9월 30일

대학구성원 영역에서는 교수, 직원, 학생 평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

부문으로 나뉘어 교수진의 연구역량 등을 평가요

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진은 그 동안 연구 과정

소로 잡고 있어 대학광고에서 얼마나 교수역량을

을 통해 마련한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하고, 대학별

활용하고 있는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제시하고

모집광고를 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학

있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평가영역 및 지표

생 영역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지원을

를 살펴보면, 평가영역 11개, 평가항목 24개, 평가

아끼지 않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특히 장

지표 38개 마련하고 있다. 평가영역을 살펴보면,

학금과 저렴한 등록금과 같은 장학제도가 얼마나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교원 및 직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대학이 취업을 위해 얼마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운영시스템, 교

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교육시설

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

평가영역에서는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지원시설, 도

도, 사회기여, 특성화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밖

서관이 평가부문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을 위한 편

에 정부의 재정제한대학을 지정하는데 중요한 지

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고, 체계적인 시스

표인 취업률과 장학금 지급율 등은 주요한 지표로

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대학광고

활용되고 있고,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은 대학의

에서는 대체로 최첨단 건물이나 기자재 등 시설을

특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광고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대학재정 및

서 주요 또는 세부 메시지로 활용될 수 있다.

경영 평가영역에서는 재정확보, 재정 편성 및 집행,

이상과 같이 대학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기

감사를 평가부문으로 나누었는데 대학경영이 얼마

위해서 학교마다 발전계획 및 교육시설 기반 구축,

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및 취업지

이 부분은 대학광고에서 든든한 재단을 가지고 있

원 등을 노력할 것이고 대학구조조정을 피하기 위

거나 국공립대학의 안전성을 내세우는 데 활용될

해 정부평가 지표를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알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 평가영역은 사회봉

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대학광고에서

사 하나의 평가부문으로 평가되는데 대학의 중장

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

기 발전방안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문을 놓치지 않

학광고 메시지 분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파

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종교재단을 가지고 있는

악하고자 한다.

대학에서는 인성·덕성을 함양하거나 봉사를 중요

정부 평가영역과 대학광고에 나타난 메시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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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이두원(2012) 제시한 대

역으로 대학경영 및 재단 소구(1개 항목), 특성화

학광고 메시지 15개의 메시지 소구를 기반으로 정부

교육 영역으로 최우수평가 및 최초·최고·최대

평가영역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인증), 특성화대학 소구(2개 항목), 교육기본시설

같이 총 7개의 정부평가 영역과 17개의 대학광고

및 지원시설 영역으로 최첨단 시설 소구(1개 항

메시지 소구로 재분류하였다. 중장기 발전계획 영

목), 교원 및 직원 영역으로 교수진(석학)·연구역

역에 기반한 메시지로 글로벌·세계화, 실용교육,

량 소구(1개 항목), 기타 소구로 외부환경 및 기타

창조성·창의성, 역사와 전통·명문·명품교육,

소구(2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학

인성·덕성 함양, 꿈·비전·미래, 국가(민주)·

평가관련 지표와 관련한 세부 메시지를 분석하기

사회·인류공영, 봉사와 리더 8개의 항목을 선정

위해 취업률, 장학금지원,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

하였다. 학생지원 영역으로 취업·취업률, 장학제

및 국내외 인증 3개 항목을 분류하였다.

도·장학금 소구(2개 항목), 재정/운영시스템 영

표 1 정부 평가영역에 입각한 대학광고 메시지 소구 분류

정부 평가영역

대학광고 주요 메시지 소구

대학평가관련 세부 메시지 소구

글로벌·세계화
실용교육
창조성·창의성
중장기 발전계획

역사와 전통·명문·명품교육
인성·덕성 함양
꿈·비전·미래
국가(민주)·사회·인류공영
봉사와 리더

학생지원
재정/운영시스템
특성화교육

취업·취업률
장학제도·장학금
대학경영 및 재단
최우수평가, 최초·최고·최대(인증)
특성화대학

교육기본시설(시스템) 및 지원시설

최첨단 시설

교원 및 직원

교수진(석학)·연구역량

기타

외부환경(교통, 지리적 위치)
기타(외부행사, 수험생응원메시지 등)

∙ 취업률
∙ 장학금
∙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국내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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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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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광고물 또는 제한된 신
문사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근거하여 대학기관평가인

이어서 연구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

증 시기에 나타난 표현 특성 및 정부 평가영역을 기

에서 대학유형별 메시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

반으로 대학별 광고메시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고자 2013년도 집행된 신문광고 전수를 (주)닐슨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코리아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다. 그 결과 대학에서

2013년도에 집행된 신문광고 수는 총 1,436건으
• 연구문제 1: 대학기관평가인증 시기에 나타난 대학
광고 표현 특성은 어떠한가?

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중복된 광고물을 제외한
총 1,318개의 광고물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연구문제 2: 정부 평가영역과 연계한 대학별 광고메
시지 특성은 어떠한가?

대학광고 특성에 따른 내용분석 유목 설정

• 연구문제 3: 대학유형에 따라 광고메시지가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1: 지역에 따라 대학광고 메시지가 차이
가 나타는가?
• 연구문제 3-2: 대학설립 형태에 따라 대학광고 메시
지가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3: 대학재단 형태에 따라 대학광고 메시
지가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는 대학광고에 대한 유목을 <표 2>와
같이 분석유목을 설정하였다. 우선 지역에 대한 분
류는 서울,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제주), 충청도,
강원도,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서울과 수도권
도 대학별 광고메시지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
다. 대학광고유형은 설립형태와 재단에 따라 분류
될 수 있다. 대학 설립형태에 따라 4년제 대학, 전

연구방법

문대학, 사이버대학,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항목
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연합하여 광고를 말

분석대상 광고물 선정

한다. 재단에 따른 대학유형을 분류하면 사립대,
국공립대,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항목은 사립대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시기에 나타난

와 국공립대가 연합하여 광고한 경우를 말한다.

대학광고의 표현 특성 및 광고메시지를 분석하기

또한 대학광고 표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위해 신문광고에 나타난 대학광고물을 전수 수집

과 같은 유목을 설정하였다. 캠페인여부에 따라 단

하였다. 기존의 대학광고물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

발성 광고와 시리즈(캠페인)광고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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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학광고 특성에 따른 분석유목

분석유목

세부 항목

지역

서울,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제주), 충청도, 강원도, 기타(혼합)

대학유형1(설립)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 기타(혼합)

대학유형2(재단)

사립대, 국공립대, 기타(혼합)

광고목적(시기)

입시모집, 대학원모집, 교수·직원모집, 입시이외 인력양성모집, 축하·기념, 행사공지, 평상시

캠페인여부

단발성, 시리즈(캠페인)

카피/비주얼 중심

카피중심, 비주얼중심, 카피/비주얼 혼합

카피/비주얼 관련성

무관련, 보완, 일치, 기타(없음)

비주얼 유형

학교표현

상징물, 캠퍼스

광고모델

학생·졸업생, 학교관련유명인, 교수·총장·직원, 수험생, 학부모, 기타

메시지 관련 상징물

학교, 광고모델외 기타 표현상징물
글로벌·세계화
실용교육
창조성·창의성
역사와 전통·명문·명품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인성·덕성 함양
꿈·비전·미래
국가(민주)·사회·인류공영
봉사와 리더

주요 메시지 소구

취업·취업률

학생지원

장학제도·장학금

재정/운영시스템

대학경영 및 재단
최우수평가, 최초·최고·최대(인증)

특성화교육
교육기본시설(시스템) 및 지원시설

최첨단 시설

교원 및 직원

교수진(석학)·연구역량

기타
대학평가관련 세부 메시지 소구

특성화대학

외부환경(교통, 지리적 위치)
기타(외부행사, 수험생응원메시지 등)
취업률, 장학금지원,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국내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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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광고는 비주얼과 메시지가 다른 광고를 말

록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생각하지 못했던 항목

하며, 시리즈(캠페인) 광고는 비주얼의 통일성 또

이 발견되어 내용분석 유목을 수정한 후 최종 분석

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진행된 광고로 조작적 정의

을 실시하였다. 코딩분석과 대부분 유목에서는

하여 분석하였다. 카피/비주얼 관련성으로는 카피

.95의 코더 간 일치도를 보였고, 대학광고 메시지

와 비주얼이 전달하는바가 완전히 다르면 무관련,

소구에서만 .89%의 일치도를 보여 케사지안

카피와 비주얼이 서로 보완하는 경우는 상호보완

(Kassajian, 1977)이 제시한 내용분석의 신뢰도

적 관계, 비주얼과 카피가 동일한 경우는 일치로

허용 수준인 8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분

분류하였다. 비주얼 분석으로는 우석봉, 박은아

석을 실시하였다.

(2009)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재분류하였다. 비
주얼 유형으로는 학교표현, 광고모델 등장, 메시지
관련 상징물로 분류하였다. 학교표현으로는 학교

연구결과

상징물, 학교건물 및 캠퍼스로, 광고모델로는 학
생·졸업생, 학교관련유명인, 교수·총장·직원,

<연구문제1>의 연구결과

수험생, 학부모, 기타로 분류하였다. 대학광고에서
는 실제 여러 비주얼 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날 수 있

<연구문제 1>인 대학기관평가인증 시기에 나타난

어 중복응답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학광고 표현 특성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대학광고 메시지 소구로는 이두원(2012)의 대

2013년 신문광고에 집행한 대학은 총 247개 대학

학광고 메시지 소구와 정부평가 지표를 연결하여

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중에서 광고물을

총 7개의 정부평가 영역과 17개의 대학광고 메시

2건 이상 집행한 대학이 169개(68.4%)로 한 건만

지 소구로 재분류하였다. 대학평가관련 지표와 관

집행한 대학(78개, 31.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련한 세부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률, 장학금

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대학이 전체

지원,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국내외 인증 3개

1,318건의 광고물 중 582건(44.2%)으로 가장 많

항목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은 광고를 집행했다. 그 다음으로 경상도(247건,

18.7%), 수도권(194건, 14.7%), 충청도(105건,
코더 간 신뢰도

8.0%), 전라도(67건, 5.1%), 강원도(35건, 2.7건)
대학 순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대학에서는 경상

대학광고물 분석은 대학원생 2명이 코딩을 수행하

도가 가장 많은 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였다. 본격적인 코딩작업에 앞서 이들에게 불특정

하나의 대학이 아닌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광고를

20개의 대학광고물을 제시하여 코딩을 숙지하도

집행(88건, 6.6%)한 경우로 대학 집행의 다양성을

184

광고PR실학연구

표 3 대학광고 표현 특성 빈도(%)

분석유목

세부결과
1개

광고 수

지역
대학유형1
(설립)
대학유형2
(재단)

광고목적
(시기)

78(31.6)

2∼4개

5∼9개

10개 이상

88(35.6)

47(19.0)

34(13.8)

169(68.4)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연합

합계

582(44.2)

194(14.7)

247(18.7)

67(5.1)

105(8.0)

35(2.7)

88(6.6)

1,318(100.0)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연합

합계

1,023(77.6)

182(13.8)

107(8.1)

6(0.5)

1,318(100.0)

사립대

국공립대

연합

합계

1,138(86.3)

167(12.7)

13(1.0)

1,318(100.0)

학부입시모집

567(43.0)

대학원입시모집

201(15.3)

입시이외 인력양성 모집

117( 8.9)

교수·직원 모집

102( 7.7)

축하·기념

50( 3.8)

행사공지

87( 6.6)

평상시

194(14.7)

특정목적

캠페인여부

카피/비주얼
관련성

1,318(100.0)

단발광고

시리즈(캠페인)광고

합계

1,009(76.6)

309(23.4)

1,318(100.0)

카피중심

비주얼중심

카피/비주얼 혼합

합계

295(22.4)

112(8.5)

911(69.1)

1,318(100.0)

무관련

보완

일치

이미지없음

합계

213(16.2)

842(63.9)

61(4.6)

202(15.3)

1,318(100.0)

학교표현

비주얼 유형
(중복)

247(100.0)

서울

특정목적 없음

카피/비주얼
중심

합계

광고모델

메시지관련상징물
합계

학교상징물

139( 9.5)

학교건물/캠퍼스

267(18.3)

학생/졸업생

353(24.2)

교수/총장/교직원

114( 7.8)

학교관련유명인

26( 1.8)

학부모/수험생

7( 0.5)

기타

56( 3.8)

406(27.8)

556(38.1)

498(34.1)

498(34.1)
1,4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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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볼 수 있다.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전

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중 서울권 대학광고가

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의 경우 국립대학교

461건으로 전체 지역의 48.4%로 가장 많은 반면,

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백두대간 거점 국립대

전문대학 광고의 경우 서울은 16건(9.5%)으로 미

학교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원천이듯 거점 국립대

약하나 경상도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각각 75건

학교는 교육의 백두대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44.4%), 52건(30.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광고를 하였다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광고는 전체 107건

(<그림 1> 참조).

중 105건이 서울지역의 대학으로 기존 전통의 사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학설립 유형에

립대학들이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이 1,023건으로 전체 광고물중

재단유형에 따른 분류로 살펴보면 사립대가

77.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1,138건으로 전체 광고물중 86.3%으로 압도적으

학(182건, 13.8%), 사이버대학(107건, 8.1%) 순

로 많이 나타났고, 국공립대는 167건(12.7%)으로
광고수가 적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
는 국공립대보다 향후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차별
화된 대학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립대들의 정
책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학유형별로 필요에 따라
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광고를 하는 경
우(6건, 0.5%)가 있었고, 사립대와 국공립대로 연
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13건, 1.0%)도 나타났다.
광고목적(시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 특정 목적
을 가지고 광고를 한 경우가 1,123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고, 특정목적 없이 평상시에 광고
한 광고가 194건(14.7%)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특정목적을 가지고 한 광고 중 학부입
시모집 광고가 567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입시모집(201건, 15.3%), 입
시 이외에 어학, 평생교육, 건설기계 전문인력양성,
창업아카데미 등 인력양성모집광고(117건, 8.9%),
교수·직원 모집(102건, 7.7%), 행사공지(87건,
그림 1 대학연합 광고

6.6%), 축하·기념(50건, 3.8%)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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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이한 점은 축하·기념 광고인데 대부분 신문

(139건, 9.5%), 교수/총장/교직원(114건, 7.8%)

사 창간 기념을 기점으로 대학들이 광고한 경우가

순으로 나타났다. 카피와 비주얼이 관련성이 없는

많았고, 일부 대통령 당선 축하 및 도시철도 연장

경우에는 학교건물과 캠퍼스를 자주 노출시키는

경축 등 시의적인 시기에 맞춰 대학들이 광고한 경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모델로는 어린이나 직장인

우도 있었다.

등 일반인 모델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더

대학광고의 캠페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단발광
고가 1,009건(76.6%)으로 시리즈(캠페인)광고

나아가서는 대학과 관련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
바마 대통령을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309건, 2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
지 대학광고에서는 캠페인에 대학 시각이 부족한

<연구문제 2>의 연구결과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에이티브 요소인 카피와 비
주얼에 관계를 살펴보면, 카피와 비주얼을 혼합하

<연구문제 2>인 정부 평가영역과 연계한 대학별

여 사용한 광고가 911건(69.1%)으로 카피중심 광

광고메시지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

고(295건, 22.4%)와 비주얼중심 광고(112건,

석결과(<표 4> 참조), 중장기 발전계획 소구가

8.5%)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면활용에 대

976건(79.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

한 다양한 노력이 보이고 있다. 카피와 비주얼에

음으로 특성화 교육(79건, 6.3%), 학생지원(64건,

대한 관련성을 보면 카피 또는 비주얼을 보완하기

5.2%), 교수 및 직원(24건, 1.9%), 재정/운영시스

위한 광고가 842건(6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템(22건, 1.8%),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13건,

러나 아직까지도 카피와 비주얼의 관련성이 적은

1.1%), 외부여건(교통·지리적 위치)(12건, 1.0%)

광고물이 213건(16.2%)으로 나타나 제품광고보

순으로 나타났다.

다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
한 소구로 ‘꿈·비전·미래’ 소구가 311건(25.2%)

대학광고에 나타난 비주얼 유형을 다중응답분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글로벌·

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 1,460건의 비주얼 표현

세계화’ 소구(163건, 13.2), ‘국가(민주)·사회·

요소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광고에서 대학과 관계

인류공영’ 소구(138건, 11.2%), ‘역사·전통·명

된 광고모델과 학교 상징물 및 캠퍼스를 표현한 광

문·명품교육’ 소구(108건, 8.7%), ‘인성·덕성

고가 962건으로 전체의 65.9%로 나타났다. 세부

함양’ 소구(98건, 7.9%), ‘실용교육’ 소구(72건,

적으로 살펴보면 재학생과 졸업생을 표현한 광고

5.8%), ‘창조성·창의성’ 소구(51건, 4.1%), ‘봉사

가 353건(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와 리더’ 소구(35건, 2.8%)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로 학교건물/캠퍼스(267건, 18.3%), 학교상징물

들은 특별한 세부 비전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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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광고 정부 평가영역 및 메시지 소구 빈도(%)

분석유목

정부 평가영역

163(13.2)

실용교육

72( 5.8)

창조성·창의성

51( 4.1)

역사·전통·명문·명품교육

108( 8.7)

인성·덕성 함양

98( 7.9)

꿈·비전·미래

311(25.2)

국가(민주)·사회·인류공영

138(11.2)

봉사와 리더

35( 2.8)

취업·취업률

54( 4.4)

장학제도·장학금

10( 0.8)

재정/운영시스템

대학경영 및 재단

22( 1.8)

특성화교육

최우수평가,
최초·최고·최대(인증)

55( 4.4)

특성화대학

24( 1.9)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최첨단 시설

13( 1.1)

13(1.1)

교원 및 직원

교수진(석학)·연구역량

24( 1.9)

24(1.9)

외부환경(교통, 지리적 위치)

12( 1.0)

기타(외부행사, 수험생응원메시지 등)

46( 3.7)

학생지원

기타

대학평가관련
세부 메시지 소구
(중복)

빈도(%)

글로벌·세계화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
메시지 소구

대학광고 주요 메시지 소구

976(79.0)

64(5.2)
22(1.8)

79(6.3)

58(4.7)

합계

1,236(100.0)

취업률

78( 20.8)

장학금지원

91( 24.3)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국내외 인증

293( 78.3)

합계

374(100.0)

꿈, 미래에 도전하라는 메시지와 국가와 사회를 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전주대학교에서는 “꿈·

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많이

비전·미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최근 시의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대학의 경우에는

인 주제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의미를 반영하여 “별

글로벌·세계화를 강조하거나 역사와 전통을 강조

볼일 많네! 내안에 숨어있는 수퍼스타성을 깨워드

한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립니다”라는 카피와 비주얼로 젊은 학생들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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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끌고자 노력하였다(<그림 2> 참조).
서강대학교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그대
의 자리”라는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퍼

참조). 이 광고는 이미지가 없어도 대학광고 캠페
인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즐형태의 서강대 상징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화

특성화교육 영역에서는 ‘최우수평가, 최초·최

시켰고(<그림 3> 참조), 이화여자대학교의 광고는

고·최대(인증)’ 소구가 55건(4.4%)으로 나타났

“글로벌·세계화” 소구를 여성과 연결하여 새로운

고, ‘특성화대학’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그림 4>

가 24건(1.9%)으로 나타났다. 학생지원 영역에서

참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고는 ‘실용교육’ 메

는 취업에 강한 대학이라는 메시지와 실질적인 취

시지 소구를 하고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의미 있는

업률을 주요 메시지로 활용하는 ‘취업·취업률’ 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그림 5>

구가 54건(4.4%)으로 나타났고, ‘장학제도·장학

그림 2 전주대학교 광고

대학광고에 나타난 광고메시지 특성 연구

그림 3 서강대학교 광고

그림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림 4 이화여자대학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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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서대학교 광고

그림 7 연암공업대학 광고

금’ 소구가 10건(0.8%)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교

련해서 중요지표 및 특성화 유치 등에 세부 메시지

원 및 직원(총장·이사장) 능력을 강조하는 ‘교수

를 표현한 것을 다중응답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진(석학)·연구역량’ 소구가 24건(1.9%), 국공립

1,318건의 광고물 중 374건(28.4%)이 대학평가관

및 든든한 재단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강조하는 ‘대

련 주요 또는 세부 메시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학경영 및 재단’ 소구가 22건(1.8%), 최첨단 건물

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재정지원사업 유

등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스템을 구축을 강조하는

치 및 국내외 인증에 대한 메시지를 활용한 사례가

‘최첨단 시설’에 대한 소구가 13건(1.1%), 교통과

293건, 장학금 표현 91건, 취업 및 취업률을 제시한

지리적 위치가 좋음을 강조하는 ‘외부환경’ 소구가

사례가 78건으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지표 및 인증

12건(1.0%)로 나타났다. 동서대학교에서는 교수

등이 대학에게 중요한 메시지 요소인 것을 알 수 있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

었다. 연암공업대학에서는 모그룹이 지원하고 있는

예술대학이 센텀캠퍼스 시대를 엽니다”라는 메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LG에서 설립 지원하는 연암

지와 교수진·첨단건물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업대학”이라는 대학경영 및 든든한 재단을 가지

전문성을 강조하였다(<그림 6> 참조).

고 있다는 메시지와 “4년 연속 건강보험 DB 취업률

한편, 주요 메시지 소구와 더불어 대학평가와 관

80% 이상 유지, 2011 WCC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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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lass College)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연구문제 3>의 연구결과

획득, 교육역량 강화사업 6년 연속 선정 등 부가이
미지를 설명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연구문제 3>인 대학유형에 따라 광고 메시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연구문제 3-1>
지역에 따라 대학광고 메시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χ2＝289.01, df＝80, p＜.001).

표 5 지역 * 대학광고 메시지 차이분석(교차분석) 빈도(%)

지역

서울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합계

글로벌·세계화

83(15.5)

29(15.8)

21(8.7)

5(8.1)

13(13.3)

1(2.9)

152(13.2)

실용교육

47(8.8)

6(3.3)

14(5.8)

1(1.6)

3(3.1)

0(0.0)

71(6.2)

창조성·창의성

29(5.4)

5(2.7)

6(2.5)

4(6.5)

6(6.1)

1(2.9)

51(4.4)

역사·전통·명문·명품교육

60(11.2)

17(9.3)

7(2.9)

7(11.3)

5(5.1)

1(2.9)

97(8.4)

인성·덕성 함양

46(8.6)

13(7.1)

19(7.9)

2(3.2)

16(16.3)

0(0.0)

96(8.3)

꿈·비전·미래

93(17.4)

59(32.2)

80(33.2)

12(19.4)

36(36.7)

8(23.5)

288(25.0)

국가(민주)·사회·인류공영

63(11.8)

11(6.0)

25(10.4)

12(19.4)

5(5.1)

13(38.2)

129(11.2)

봉사와 리더

30(5.6)

2(1.1)

1(0.4)

2(3.2)

0(0.0)

0(0.0)

35(3.0)

취업·취업률

8(1.5)

9(4.9)

26(10.8)

6(9.7)

0(0.0)

2(5.9)

51(4.4)

장학제도·장학금

2(0.4)

2(1.1)

5(2.1)

1(1.6)

0(0.0)

0(0.0)

10(0.9)

대학경영 및 재단

9(1.7)

4(2.2)

4(1.7)

3(4.8)

1((1.0)

0(0.0)

21(1.8)

최우수평가,
최초·최고·최대(인증)

18(3.4)

10(5.5)

14(5.8)

3(4.8)

9(9.2)

1(2.9)

55(4.8)

특성화대학

2(0.4)

8(4.4)

9(3.7)

0(0.0)

1(1.0)

4(11.8)

24(2.1)

최첨단 시설

9(1.7)

0(0.0)

3(1.2)

0(0.0)

1(1.0)

0(0.0)

13(1.1)

교수진(석학)·연구역량

19(3.5)

1(0.5)

2(0.8)

2(3.2)

0(0.0)

0(0.0)

24(2.1)

외부환경

1(0.2)

3(1.6)

3(1.2)

0(0.0)

1(1.0)

3(8.8)

11(1.0)

기타

17(3.2)

4(2.2)

2(0.8)

2(3.2)

1(1.0)

0(0.0)

26(2.3)

합계

536(100.0)

183(100.0)

241(100.0)

62(100.0)

98(100.0)

34(100.0)

1,154(100.0)

메시지

2

x ＝289.01, df＝8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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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대학이 전체

특이한 점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역사·전통·명

적으로 “꿈·비전·미래”(288건, 25%), “글로

문·명품교육”(60건, 11.2%), “실용교육”(47건,

벌·세계화”(152건, 13.2%), “국가(민주)·사

8.8%), “봉사와 리더”(30건, 5.6%), “교수진(석

회·인류공영”(129건, 11.2%) 소구가 많았지만

학)·연구역량”(19건, 3.5%) 소구 등 다양한 메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꿈·비전·미래”(93건, 17.4%), “글로벌·세계

의 경우에는 “꿈·비전·미래”(59건, 32.2%) 소구

화”(83건, 15.5%), “국가(민주)·사회·인류공

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글로벌·세계

영”(63건, 11.8%) 소구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화”(29건, 15.8%) 소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유형1(대학설립 형태) * 대학광고 메시지 차이분석(교차분석) 빈도(%)

대학설립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합계

글로벌·세계화

154(16.2)

3(1.7)

6(5.7)

163(13.3)

실용교육

24(2.5)

10(5.7)

38(36.2)

72(5.9)

창조성·창의성

48(5.1)

3(1.7)

0(0.0)

51(4.1)

역사·전통·명문·명품교육

92(9.7)

3(1.7)

13(12.4)

108(8.8)

인성·덕성 함양

86(9.1)

9(5.1)

2(1.9)

97(7.9)

꿈·비전·미래

224(23.6)

59(33.7)

25(23.8)

308(25.0)

국가(민주)·사회·인류공영

124(13.1)

11(6.3)

2(1.9)

137(11.1)

봉사와 리더

34(3.6)

0(0.0)

1(1.0)

35(2.8)

취업·취업률

19(2.0)

34(19.4)

1(1.0)

54(4.4)

장학제도·장학금

4(0.4)

4(2.3)

2(1.9)

10(0.8)

대학경영 및 재단

15(1.6)

6(3.4)

1(1.0)

22(1.8)

최우수평가, 최초·최고·최대(인증)

41(4.3)

11(6.3)

3(2.9)

55(4.5)

특성화대학

13(1.4)

10(5.7)

1(1.0)

24(2.0)

최첨단 시설

10(1.1)

2(1.1)

1(1.0)

13(1.1)

교수진(석학)·연구역량

23(2.4)

0(0.0)

1(1.0)

24(2.0)

외부환경

8(0.8)

3(1.7)

0(0.0)

11(0.9)

기타

31(3.3)

7(4.0)

8(7.6)

46(3.7)

합계

950(100.0)

175(100.0)

105(100.0)

1230(100.0)

메시지

2

x ＝415.32, df＝3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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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학유형2(재단) * 대학광고 메시지 차이분석(교차분석) 빈도(%)

대학유형2(재단)

사립대

국공립대

합계

글로벌·세계화

133(12.5)

28(17.6)

161(13.2)

실용교육

47(4.4)

24(15.1)

71(5.8)

창조성·창의성

46(4.3)

5(3.1)

51(4.2)

역사·전통·명문·명품교육

99(9.3)

9(5.7)

108(8.8)

인성·덕성 함양

94(8.8)

4(2.5)

98(8.0)

꿈·비전·미래

265(24.9)

41(25.8)

306(25.0)

국가(민주)·사회·인류공영

118(11.1)

17(10.7)

135(11.0)

봉사와 리더

30(2.8)

5(3.1)

35(2.9)

취업·취업률

54(5.1)

0(0.0)

54(4.4)

장학제도·장학금

7(0.7)

3(1.9)

10(0.8)

대학경영 및 재단

15(1.4)

7(4.4)

22(1.8)

최우수평가, 최초·최고·최대(인증)

48(4.5)

7(4.4)

55(4.5)

특성화대학

22(2.1)

2(1.3)

24(2.0)

최첨단 시설

13(1.2)

0(0.0)

13(1.1)

교수진(석학)·연구역량

21(2.0)

3(1.9)

24(2.0)

외부환경

9(0.8)

3(1.9)

12(1.0)

기타

43(4.0)

1(0.6)

44(3.6)

합계

1064(100.0)

159(100.0)

1223(100.0)

메시지

2

x =65.39, df=16, p＜.001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경상도권 대학은 “꿈·비

미래”(36건, 36.7%) 이외에 “인성·덕성 함양”(16

전·미래”(80건, 33.2%)소구 이외에 다른 지역보

건, 16.3%) 소구를 많이 사용하였고, 강원도의 경

다 “취업·취업률”(26건, 10.8%)에 대한 소구를 많

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국가(민주)·사회·인

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도권 대학은 “꿈·

류공영”(13건, 38.2%) 소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전·미래”(12건, 19.4%), “국가(민주)·사회·인

<표 6>에서와 같이 <연구문제 3-2> 대학설립

류공영”(12건, 19.4%) 소구 이외에 “역사·전통·

형태에 따라 대학광고 메시지가 차이가 나타나는

명문·명품교육”(7건, 11.3%) 소구를 많이 사용한

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의 경우에는 “꿈·비전·

다(χ2＝415.32, df＝32, p＜.001).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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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꿈·비전·미래”가

사회·인류공영”(118건, 11.1%) 소구 순으로 나

224건(23.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타났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와 달리 “역사·전통·

으로 “글로벌·세계화”(154건, 16.2%), “국가(민

명문·명품교육”(99건, 9.3%), “인성·덕성 함

주)·사회·인류공영”(124건, 13.1%), “역사·

양”(94건, 8.8%), “취업·취업률”(54건, 5.1%) 소

전통·명문·명품교육”(92건, 9.7%), “인성·덕

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성 함양”(86건, 9.1%) 소구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다. 국공립대의 경우 “꿈·비전·미래”(41건,

4년제 대학의 경우 다른 유형의 대학과 달리 “창조

25.8%)와 “글로벌·세계화”(28건, 17.6%) 소구가

성·창의성”(48건, 5.1%), “봉사와 리더”(34건,

많이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사립대와 달리 “실용교

3.6%), “교수진(석학)·연구역량”(23건, 2.4%)

육”(24건, 15.1%) 소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소구 등 다양한 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꿈·비전·미래”(59건,

33.7%)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대

결론 및 논의

학과 달리 “취업·취업률”(34건, 19.4%)에 대한
메시지 소구가 많았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다른 유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시기에 나타난

형과 달리 “실용교육” 메시지 소구가 38건(36.2%)

대학별 광고메시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꿈·비전·미래”(25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대

23.8%) 소구도 많이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종합

학기관평가인증 시기에 나타난 대학광고 표현 특

대학에서 활용하는 “역사·전통·명문·명품교

성을 살펴본 결과 총 247개 대학이 광고를 집행하

육”(13건, 12.4%) 소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였고, 그중에서 2건 이상 집행한 대학이 70%에 육

이것은 종합대학 재단에서 만든 사이버대학이 기

박하였다. 서울지역의 대학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

존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여 부족한 이미지를 보

보다 경상도 지역의 대학들이 더 많은 광고를 하였

완하기 위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다. 특이한 점은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광고를 내

<표>에서와 같이 <연구문제 3-3> 대학재단 형

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 중 서울권

태에 따라 대학광고 메시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대학광고가 많은 반면, 전문대학 광고의 경우 경상

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도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2

(χ ＝65.39, df＝16, p＜.001). 구체적으로 살

대학 광고의 경우 기존 전통의 사립대학들이 만든

펴보면, 사립대의 경우 “꿈·비전·미래”가 265건

경우가 대부분이다.

(24.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재단유형을 살펴보면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글로벌·세계화”(133건, 12.5%), “국가(민주)·

압도적으로 광고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대학광고에 나타난 광고메시지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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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시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학부입시모집 광

해짐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유치 및 인증, 국내외

고와 대학원입시모집 광고가 많았다. 그러나 대학

언론·기관의 최우수평가 등은 대학의 이미지를

은 입시이외에 어학, 평생교육, 건설기계 전문인력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양성, 창업아카데미 등 인력양성모집광고를 통해

학생지원 영역에서는 ‘취업·취업률’, ‘장학제도·

서 또 다른 수익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

장학금’ 소구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취업률을

이한 점은 신문사 창간 기념과 같은 축하·기념광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지원을 통한 교육성과로

고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광고의 캠페인여부를 살

제시하였고, 또한 국공립대학과 일부 대학은 장학

펴본 결과 아직까지 대학광고에서는 캠페인에 대

제도와 장학금 혜택을 전면에 내세워 학생에 대한

한 시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 학생들의 관심을

피와 비주얼에 대한 관련성에서도 카피와 비주얼

끌고자 노력하였다. 대학광고물에 대한 세부 메시

의 관련성이 적은 광고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

지는 조사한 결과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국내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광고에 나타난 비주

외 인증에 대한 메시지와 취업률 및 장학금과 같은

얼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대학생을 모델로 사용하

정부평가 지표가 반영되어 광고물에 표현되는 것

거나 학교건물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으로 나타났다.

있는데 이는 카피와 상관없이 비주얼에 대한 표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광고에서

과 연계하여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비

는 광고메시지와 연계한 다양한 상징물을 비주얼

전이외에도 특성화 교육과 학생지원, 대학재정 및

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운영시스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우수 교원

<연구문제 2>인 정부 평가영역과 연계한 대학

확보 및 역량 개발 등 정부 평가영역에 연계하여 대

별 광고메시지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

학광고 메시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석결과, 중장기 발전계획 영역이 가장 많은

<연구문제 3>인 대학유형에 따라 광고 메시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꿈·비전·미래’,

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글로벌·세계화’, ‘국가(민주)·사회·인류공영’

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소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추가적으로 명문사립대

나타났다. <연구문제 3-1> 지역에 따라 대학광고

학의 경우 글로벌·세계화를 강조하거나 역사와

메시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통을 강조한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특

과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글로벌·세계

성화교육 영역에서는 ‘최우수평가, 최초·최고·

화” 소구가 많았으며 특히 서울은 명문대학의 이미

최대(인증)’ 소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를 강조하긴 위해 “역사·전통·명문·명품교

다. 최근 정부 및 기관의 평가 및 인증이 매우 중요

육” 소구를 강조하였고, “실용교육”, “봉사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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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석학)·연구역량” 소구 등 다른 지역에서

나 있다. 또한 모집광고에서 대학의 비전을 제시할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

수 있는 메시지 소구를 전혀 넣지 않고 고지형태의

으로 나타났다. 경상도의 경우 학생지원과 교육성

광고가 집행되는 사례도 많다. 앞으로 대학간의 경

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지역보다 “취업·취업률”

쟁이 치열해지고 대학 이미지의 중요성이 강조되

소구가 많았고, 충청도권은 종교재단을 기반으로

고 있는 시점에 대학은 광고를 집행할 때 자신의 강

“인성·덕성 함양” 소구가 많이 나타났다.

점을 내세울 수 있는 광고형태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문제 3-2> 대학설립 형태에 따라 대학광

정부재정지원 사업 및 인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고 메시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4

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

년제 대학은 다양한 메시지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

여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한

는 반면 특성화된 전문대학은 “꿈·비전·미래”

대학이 광고를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거나 특

이외에 궁극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취업·취

정 지역의 비슷한 유형의 메시지 소구가 있는 대학

업률” 소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대학의

은 연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경우 온라인상으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실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유형, 특성화, 재단이

용교육” 소구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단

튼튼한 대학 등 다양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 이미지를 강조한 “역사·전통·명문·명품교

국립대학들 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를

육” 소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3>

함께 집행하거나 모기업을 재단으로 한 대학들이

대학재단 형태에 따라 대학광고 메시지의 차이가

연합하여 광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와 국공립대 모

다. 셋째, 캠페인 광고의 필요성이다. 현재 대학광

두 “꿈·비전·미래”와 “글로벌·세계화” 소구가

고에서는 단발성광고가 캠페인 광고보다 많다. 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학광고에서도 이제는 캠페인을 기반으로 한 광고

사립대는 “역사·전통·명문·명품교육”,

“인

물을 제작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시켜

성·덕성 함양”, “취업·취업률” 소구가 상대적으

야 한다. 그렇다고 캠페인 광고는 모든 비주얼과

로 높은 반면, 국공립대는 “실용교육” 소구의 비율

카피만 혼합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방송통

이 높게 나타났다.

신대학교 광고 사례와 같이 이미지가 없어도 인쇄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해보
자 한다. 우선, 아직까지 광고표현의 특성이 제품

광고 특성상 메시지 중심의 카피만으로도 대학광
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광고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광고를 위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학별 광고메시지 특성에

한 상징물을 활용하기보다 광고메시지와 관계없는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양한 분석에도 본 연

대학건물과 상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

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광고 내용에

대학광고에 나타난 광고메시지 특성 연구

따라서 한 개의 메시지가 아닌 여러 개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자신의 대학 이
미지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광고에
서는 백화점식 여러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결과를 보기보다 전
반적인 경향을 알기 위함이기에 주요 메시지 소구
하나만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
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평가관련 세부 메
시지를 추가 조사를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
광고 메시지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
째, 신문광고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학광고
메시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연구의 한계
라 할 수 있다. 최근 매체의 다변화로 대학에서는
신문광고뿐만 아니라 TV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활
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매체별 대학광고 메시지 분
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신문광고와 달리 TV
광고와 온라인 광고 수집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존연구의 경우 대학광고 수집의 어려움
이 있어 전수조사에 의한 지역별, 대학유형별 실질
적인 메시지 분석이 어려웠기에 본 연구에서는 대
학평가 기준과 연계하여 지역별, 대학유형별 대학
광고 메시지 특성을 도출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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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dvertisement
Messages in Universities
: Focusing on Newspaper Advertisement
Won-Bae Ji
Ph. D.,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and PR, Halla University

Government agencies conducted institutional accreditation of universities for the need for
intensifying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following the decrease of school age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1,318 university advertisements centering on the
newspaper advertisements published in 2013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dvertisement messages of universities that appeared during the institutional accreditation
of universiti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argest number of advertisements were inserted by universities in
the Seoul by region and 4-year-course colleges and private universities by the type of
university. In the analysis of the advertisement messages of universities, the largest number of
messages were about “Dream, Vision, and Future”, followed by messages about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Nation (People), Society, Public Co-prosperity”, and “History,
Tradition, Prestige, Excellent Education, in respective order. While 4-year-course colleges
emphasized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nd ”History and Tradition“ in addition to
“Dream, Vision, and Future”, the advertisements of junior colleges included a number of
messages related with “Employment of Student Applicants and Employment Rate.” Especially,
messages related with the evaluation indicator of government and accreditation have been
reflected in many of the recent advertisements. Still, one-off advertisements prevail compared
with series and campaign advertisements and images that are not much related with the
message are used, which need to be improved.
key words: University Advertisement, Advertising message, Univers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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