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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및 강의실
화 13:30(75) 421-303,목 13:30(75) 421-303

담당교수 황성욱

연구실

(상담가능장소)
상담시간

연락처 이메일

수업방식

평가방법

      - 출석(10%)

      - 중간고사(40%)

      - 리포트(5%): 파워포인트 5장 이내 PR case study.

      - 기말고사(45%)

 *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필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 및

지식

교수목표

PR의 정의를 학습하고 주요 이론을 습득하며 산업의 PR현황 및 PR방법을 수업을 통해 그리고 실제 PR기획 및 참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PR의 개괄적 지식은 물론 점차 다양해지는 PR의

영역을 접하면서 본인이 어떤 커리어를 지망하고 갖춰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PR이란 무엇인가,

그 영역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PR산업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윤리적인 PR이란 무엇인가, 과학적인 PR을 위

해 주요 PR이론들은 무엇이 있는가, PR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와 같은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본 수업은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PR의 개괄적 지식은 물론 점차 다양해지는 PR의 영역을 접하면서 본인이 어떤 커리

어를 추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강의개요

PR학원론 교재, 최신 관련 논문, 그리고 산업의 PR현황과 기획방법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 등을 중심으로 PR의 개념, 이론

, 영역,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습지원센터와 강의 및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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